IWINV

시간당 최대 255 개 서버 / RealCore 총 2,040 개 / 최대 500,000 IPS 스리지

IWINV 클라우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버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골라 쓸 수있는 서비스 입니다.
작게는 Virtual Core1개부터 최대 리얼코어2,040개 CPU(+로드밸런싱+오토스케일)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aid 1+0 & Ceph mirror시스템으로 구축 된 SSD All Flash 스토리지는 최대 500,000 IOPS성능과 데이터 4중 복제로 막코딩 해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연인원 약2,000명의 엔지니어가 15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그대로 반영하여 클라우드 서비
스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스마일서브가 직접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iwinV입니다.

“iwinV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김병철 대표이사

비용절감
필요한만큼 사용 후 결제
IDC 내부트래픽 과금제외
트래픽 종량제 + 구간별 차등 요금제

도입효과

생산성 향상
데이터센터內 모든 서비스 연동 가능
로드밸런스 오토스케일 연동 가능
서버 이미지 보관 후 서버 증설시 적용가능

운영 편리성 증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간단한 서비스 신청 및 해지
Autoscale을 통한 서버 증감 자동 처리

안정성 향상
끊김없는 All 10G Network
다양한 리소스 모니터링 & 알람서비스
Blcok Storage 미러링[데이터4중복제]

15년 노하우 반영된 인프라 구축 운영
㈜스마일서브는 15년간 연인원 약2,000명의 엔지니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그대로 반영한 iwinV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에서 데이터센터, 그리고 iwinV 서비스 인프라 모두를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고, 유지보수 합니다.
iwinV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를 재판매가 아닌 자체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와 데이터 4중 복제
iwinV의 모든 서비스는 (주)스마일서브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IDC-SMILE(데이터센터)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All Flash Block Storage 기반의 인프라는 최대 500,000 IOPS(서버당 50,000 IOPS) 성능을 보장하며, Raid 1+0 & CEPH 미러링을
통한 데이터의 4중 복제로 이보다 더 안정적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이트 접속자 폭주? 난 유연성의 iwinV Autocale
네이버 메인에 걸려도 귀사의 웹서비스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속자 폭주를 위해 서버를 구매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iwinV Autoscale은 미리정한 규칙 따라 서버자원을 쉽고 빠르게 자동 확장하실 수 있으며, 기본 7GB 트래픽을 매일 기본 제공합니다.

초등학생도 쓴다!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
15년간의 서버 운영 노하우와 고객 Needs가 반영된 컨트롤 패널을 제공합니다.
iwinV 클라우드 서비스의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을 이용하면 초등학생도 최대 255대의 서버를 동시에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생성, 운영 및 종료가 이보다 직관적이고 쉬울 수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24 X 365 우리말 기술지원 & 장애조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의 & 기술지원 서비스! 24시간 언제든 기술 엔지니어와 통화로 해결하세요. ㈜스마일서브의 IWINV서비스는 정직원으로
채용된 시스템 엔지니어를 통해 15년간의 기술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24 X365일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를 지원합니다.

진정한 Management 서비스 iwinV
클라우드 인프라는 복잡해진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마일서브는 15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를‘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드립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IWINV 풀케어에 맡기세요

IWINV 클라우드만의 특징
ALL 10GB 네트워크 & ELCAP 방화벽 기본 제공
Autoscale 을 통한 서버 자동 증감
최대 254개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Loadbalance
트래픽 차등 요금제(사용량별 구간할인) 도입
텔레그램 메신저 알람 메시지 제공
4 * 365 기술수준에 따른 기술지원 상담, 다양한 기술문서 제공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버자원과 로드밸런스, 오토스케일링,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IWINV!
가변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높은 비용절감 효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IWINV 서비스 구성
Customer Serveice
서버 클라우드

계정 클라우드

컨텐츠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서버

웹호스팅

컨텐츠캐시

클라우드 VPN

로드밸런서
오토스케일
무중단 안심이사

SQL 호스팅
도메인
테라메일
SMS

컨텐츠 인증 다운로드
컨텐츠 인증 VOD
가변비트 LIVE & VOD

클라우드 풀케어
[Management]

IWINV OpenStack Cloud Infrastucture

ISMS 인증으로 우수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IDC-SMILE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은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제3자 인증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
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 주는 인증제도 입니다.
스마일서브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등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제3자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아 객관적 보안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대표 전화 : 1688-4849 (영업&상품문의는 1번) / 이메일 : cloud@iwinv.kr / 텔레그램 : 010-2860-4786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 KT동판교 빌딩 3층 (새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86 KT동판교빌딩 3층)
IDC-SMILE 1센터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운 2차 2층 (새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