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E-Business 대표�브랜드(주)코리아서버호스팅

회사소개서

2019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6년 연속 랭키닷컴 IDC 분야 1위 유지(2013~2018)

5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KS클라우드 백업정책 국내 CCF 표준채택

클라우드 부문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대상

도시 인프라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ICT어워드 코리아 기업일반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및 성능 확인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인증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



㈜ 코리아서버호스팅

조 명 래

총 84 명

법  인  명

대표이사

임직원수

주요사업

회사소개

서버호스팅

문자/카카오톡 서비스

클라우드

기업 솔루션

도메인 등록

조직구조

(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3층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6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

본사

전산실 IDC

02-593-8320

02-6264-8321

대표전화

팩스

대표이사

경영기획
회계관리

인사관리
구매

사무

구매관리
경영기획

시스템

개발

서비스개발

유지보수

인프라

설계

인프라아키텍처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

매니지드

운영

관리대행전담

고객지원
ITO운영

서버운영지원

고객지원
매니지드운영

보안관제

기술지원

보안관제/관리

기술지원

보안컨설팅

침해사고대응

보안컨설팅/고객지원

침해사고대응/고객지원
보안관제센터

컨설팅

영업

기술영업

컨설팅
컨설팅영업

서비스운영

IDC 운영

서비스기획

IDC운영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운영/관리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운영

전략사업 프로젝트
전략기획

신규개발
마케팅

마케팅

광고기획



㈜코리아서버호스팅은

대한민국 대표 서버호스팅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rowing up with customers..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21세기 네트워크 허브 포탈

인사말

㈜코리아서버호스팅은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기업 이념을 최우선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2003년 소중넷을 시작으로 보안 웹 호스팅 사업을 시작한 당사는 현재 대한민국 IT시장을 선도하는

21세기 네트워크 허브 포탈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리아서버호스팅은 점점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 

급변하는 IT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서버호스팅 외 코로케이션, 클라우드서버, 도메인, SMS, 기업 솔루션 등 경쟁력 있는 토탈 

IT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서버호스팅은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과 저희만의 전략들로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묵묵히 

도움을 드리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리아서버호스팅
대표이사 조명래 외 임직원 일동



KSIDC 서비스 십계명
 

01.   고객님의 소중한 서버를 내 몸과 같이 여기겠습니다.

02.   고객님의 소중한 서버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겠습니다.

03.   고객님의 소중한 서버, 켜진 상태도 다시 보겠습니다.

04.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05.   고객님에게 먼저 묻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지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06.   언제나 한결 같이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고객님을 응대하겠습니다.

07.   언제나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08.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객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09.   눈과 귀를 현혹시키기 보다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추겠습니다.

10.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 고객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출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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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M 고객만족도 친절 부문 수상

SECaaS 서비스 동향 및 보안점검 요구사항 분석보고서 발표

Gartner에 회사의 비전과 전략 소개

KS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백업 정책 표준발표

Azure 마이그레이션 전략 컨퍼런스 개최

ICT 어워드 코리아 기업일반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확인

코드게이트 2018 후원

12월

10월

07월

05월

04월

2018

한국이러닝개발원 MOU 체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ICT 어워드 인프라·아키텍처 부문 금상

ICT 어워드 웹서비스 부문 대상

기술보증기금(KIBO) 한국벤쳐기업 인증

중소벤쳐기업부 성과공유기업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인증

SOPHOS 전략적 제휴(제품공급계약) 체결 

클라우드 적용 확산사업 공급기업 선정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인증

KS클라우드 차세대 SSD 도입 

한국웹에이전시협회 웹에이전시 사업자 인증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

12월

11월

08월

07월

05월

03월

02월

01월

2020

11월

07월

06월

04월

03월

01월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시스템 취약점 상세 분석 서비스 오픈

원격 이미지 백업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격리 백업 오픈

주식회사 썬더 인수합병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등급평가 인증

코드게이트 2017 후원

안랩 네트워크사업 공인파트너 인증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확인 획득

2017

클라우드 품질/성능 시험 및 모범사례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클라우드 부문 대상

ITTP MOU 체결 및 클라우드 자문단

NIA 클라우드 기본협약 체결

국내 최초 Microsoft Cloud Mach 파트너 인증서 획득

KS클라우드 All Flash기반 스토리지 전환

네이버 검색광고 대대행사 선정

코드게이트 2016 후원

KS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취득

KS클라우드 정식 서비스 오픈

코드게이트 2015 후원

KS클라우드 OBT 진행

KS클라우드 CBT 진행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수상

KS클라우드 세미나 개최

MS SOW제휴

DB암호화 및 접근제어 서비스 런칭

MS Cloud OS Network 파트너

대한민국 고객만족 대상 수상

코드게이트 2013 후원

글로벌 로드 밸런싱

코드게이트 2012 후원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이사회 승격

전체네트워크 40G로 확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고객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인텔 프리미엄 IDC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도메인 등록대행자 계약체결

베리사인 레지스트라-레지스트리 계약 체결

코드게이트 행사 IDC파트너 선정

IDC부분 기술혁신 대상 수상 미래산업선도기업 선정

ICANN 공식인증 최상위 도메인 레지스트리 승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 기업 승인

기술보증기금(KIBO) 한국벤처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하드웨어 웹방화벽 Wapple 서비스 도입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가입 승인

메인백본 Cisco 6509 20G 백본이중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고객만족도 1위 선정

KSIDC DDoS 보안서비스 개시

인터넷진흥원 KR공인사업자 선정

웹보안 인증 서비스 개시

서버자원실시간체크 서비스 실시

KSIDC 보안 클린존 구축

서버 관리툴(Server Manager)개발

원격 콘솔 서비스 개시

KS-IDS 침입탐지시스템 서비스 개시

자체보안 솔루션 (KS-Firewall)개발

㈜코리아서버호스팅 법인 설립

MSP서비스 오픈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오픈

리눅스, 자바, 웹호스팅 서비스 개시

하나로텔레콤 인터넷데이터센터 계약

소중넷 웹호스팅 개인사업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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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16

연혁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소기업청 이노비즈(INNOBIZ) 승인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보안세미나

-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정보보호 고찰 소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런칭

KS클라우드 서비스 영역 확대

2019 스마트 시티 우수기업 선정

2019 스마트 시티 도시 인프라 부문 장관상 수상 

컴퓨팅 집적 CPU 모델 탑재한 상품 출시

ICT 어워드 인프라·아키텍처 분야 대상

ICT 어워드 웹서비스 분야 금상

KS클라우드 백업정책 국가표준채택(All@CLOUD포럼표준)

스케일링 네트워크 시큐리티-클라우드 보안 정책 관리 세션 발표

코드게이트 2019 후원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5년 연속 수상

6년 연속 랭키닷컴  IDC 분야 사이트 이용량 1위(2013~2018)

KS클라우드 가상네트워크 라우팅 기술 특허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12월

11월

09월

08월

07월

06월

04월

03월

02월

01월

2019



믿음이 가는 기업 ㈜코리아서버호스팅

㈜코리아서버호스팅은 호스팅 전문 기업으로서 2005년 본격적인 서버호스팅, IDC서비스를 시작하여 

끊임없는 기술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술인증 및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한국일보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브랜드협회 후원

2012년 Intel Premier IDC

Intel Premier IDC Member로 지정

I-PIN 도입 및 본인인증확인 시스템 제휴

개인정보보호 위해 (주)한국신용정보와 제휴

국제도메인 등록기관 인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인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승인

중소기업청 승인

KR 및 한국도메인 공인등록대행자 지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지정

기술보증기금(KIBO) 벤처기업 확인서

시장 개척성과 기술 진보 및 아이디어 독창성 인정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 획득

정보통신망관련법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필증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평가

안랩 네트워크 사업 공인파트너 인증

AHNLAB 주관

클라우드 백업정책 국내 CCF 표준 채택

All@CLOUD 포럼 표준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등급평가 인증

이크레더블 진행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한국클라우드 산업협회 주관

2016년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클라우드 부문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후원, 머니투데이 주최

기술인증 및 수상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2018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5년 연속 수상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운영사무국 주관

2018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4년 연속 인증 (중소기업등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랭키닷컴 6년연속 IDC 분야 
사이트 이용량 1위 (2013~2018)

랭키닷컴 IDC 분야 1위 선정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부문 장관상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2019년 고용노동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2020년 여성가족부 선정

ICT 어워드 코리아 기업일반 부문 대상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정



㈜코리아서버호스팅은 

고객님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Insurer :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  Insured : ㈜코리아서버호스팅

·  Policy Type : 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r or Omissions Liability

·  Covered Service: IDC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클라우드,  도메인  등

(주)코리아서버호스팅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사고 등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고객들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대 10억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주)코리아서버호스팅 사업영역 소개

(주)코리아서버호스팅은  서버호스팅은 물론 클라우드, 도메인, 문자서비스, 기업솔루션 등 

IT기반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E-Business 파트너입니다.

1.  서버호스팅 2.  클라우드

유연한 확장! 고가용 품질의 

ALL SSD기반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19년 이상 축적된 직접 구축 노하우로 

빠른 속도와 안정된 클라우드 환경을 보장합니다.

독립된 단독 서버를  필요와 상황에 딱 맞는 환경으로 구축하여 

최고관리자 권한(root)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고품질 서버/네트워크는 기본, 

13가지 기본 제공 서비스 혜택은 덤!

3.  도메인 등록 4.  문자 및 카카오톡 서비스

5.  기업 솔루션

최적의 요금제로 다양한 문자서비스 (SMS, LMS, MMS)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 3사 완벽 연동은 기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문자 

보내듯 비즈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안전성 모두 갖춘 KSSMS로 

비용 걱정 없이 빠르게 고객과 소통하세요.

도메인 등록과 연장, 기관 변경의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메인 등록하시고,

업계 최대 9가지 무료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스마트 워크를 위한 최선의 선택! 

업무효율은 물론 기업 생산성까지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품 Microsoft365를 만나보세요. 

인력과 비용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Business 한눈에 보기



IDC 1위 브랜드 KSIDC 

KSIDC의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방화벽, 웹DNS, 웹메일, 네트워크사용량,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기본 제공함으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 시켜드립니다. 

서버호스팅이란?

서버호스팅 
이용 대상

코로케이션 
이용 대상

코로케이션이란?

독립된 단독 서버를 고객이 원하는 사양 및 환경으로 구축하여 최고관리자(root) 권한으로 서버 자원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버호스팅보다 확장된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통해 일정 규모의 

전용 상면과 전용 회선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다량의 데이터 및 트래픽 증가로 인하여 회선 증대를 고려중인 고객

- 시스템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인터넷 사업을 고민중인 고객

- 서버 / 네트워크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고객

- 큰 규모 서비스의 안정적 구축이 필요한 고객

- 단독 메일서버 / 동영상 / 다량의 이미지 서버 등 대량 시스템이 필요한 고객

- 웹사이트 규모 및 접속자 증대로 웹호스팅 서비스를 자주 바꾸는 고객

- 안정적인 고대역 회선 용량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포털, 인터넷게임, UCC, 인터넷방송,  컨텐츠 다운로드) 업체

-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산 설비실을 아웃소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인터넷 업체

- 안정적인 서버 운영(금융업, 쇼핑몰, 유통업, 컨텐츠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인터넷 업체

- 기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로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

KSIDC 서비스 장점

365일 24시간 
고객만족센터 운영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최저 요금제 실현

축적된 노하우 기반의 
기술지원

Business 1 :  서버호스팅 · 코로케이션



KSIDC 고객을 위한 강력한 13가지 무료 서비스

KSIDC는 타사의 유료 서비스 보다도 월등한 부가서비스를 기본 제공 서비스로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서버운영에 큰 도움이 되어 드릴 13가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KS PANEL

고객중심의 마이페이지 관리시스템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이용료 등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관리합니다.

서버구축

어려운 서버구축을 KSIDC의 

전문엔지니어가 구축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웹메일 1G계정 무제한

메일주소도 내 마음대로 

…id@domain.com 처럼 KSIDC에서 

나만의 메일주소를 사용하세요.

서버/데이터 무상이전

KSIDC에서 서버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서버이전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트래픽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traffic) 뿐만 아니라 

Packet(pps), Error체크 등의 정보를 

그래프형태로 실시간 제공 해드립니다.

10G 백업공간 제공

KSIDC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께 10G 백업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KS CarePack 서비스

KSIDC에 신규 서버호스팅을 

신청하면 서비스 기간내 하드웨어에 

대한 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가방화벽

물리적인 하드웨어 기가방화벽으로 

강력하며, 웹UI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관리대행 Basic

서버관리대행 Basic상품은 서버재부팅, 

장애 모니터링, 로컬 백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웹DNS (도메인 10개)

네임서버가 없으세요? KSIDC에서 

제공하는 웹 DNS로 네임서버를 

간편하게 무료로 사용하세요.

3단계 서버 모니터링

고객서버 장애발생 시 메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를 통해 3단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웹로그 분석

어렵고 복잡했던 웹사이트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여 사이트 운영의 효율을 

상승시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KR도메인 등록쿠폰 1개

KSIDC의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KR도메인 무료 등록 쿠폰 

1개를 드립니다.

13가지 기본 제공 서비스

FREE



about KSIDC 부가서비스

인터넷 비즈니스 선두주자 KSIDC가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국내 최고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KSIDC만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서버관리 툴 복잡한 리눅스 서버관리를 웹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서버관리 툴을 제공합니다.

HA호스팅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호스팅 상품입니다.

기술지원 서비스 구축된 서버의 장애 및 작업 요청시 기본 OS 재설치 및 서버작업을 건별로 저렴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서버자원체크 서버의 현재 상황 및 성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그래프 형식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원격이미지 백업 네트워크 망분리와 데이터 소산으로 고객님의 데이터를 더욱 강력하게 백업, 복구하는 서비스입니다.

백업/복원 서비스 장비불량, 파손 등으로 손실 및 분실 될 것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백업 복원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임대 서버에 필요한 OS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 및 임대 하실 수 있도록 저렴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원격콘솔 서비스
IDC에 있는 고객 서버의 키보드, 마우스, VGA 신호를 인터넷을 통해 고객 서버로 중계하여, 시스템이 부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객 서버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쇼핑몰 호스팅
편리하고 안정적인 쇼핑몰 관리를 위한 이커머스 ERP통합 솔루션으로 매출채널 연동, 물류재고 통합관리 등 상거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격리 백업

부가서비스

데이터 복구 서비스상담 및 1차 장애판단부터 복구된 데이터 반환까지 고객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CDN 서비스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IDC ISP에서 분산하여 다운로드 한다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드밸런싱 (부하분산)

로드밸런싱 (글로벌)
부하분산 대상 서버 네트워크 혹은 IDC위치에 관계없이 이를 하나의 서버처럼 이용하여 부하, 속도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중단, 무한서버확장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DB 호스팅
MSSQL 라이센스 비용에 부담없이 백업과 시스템 보안까지 구비된 MSSQL DB를 커넥션, 용량, 네트워크 사용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접속자가 많아 분산이 필요하거나 자동 Failover가 필요하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에서 작업지원까지 

제공하여 무한 성능확장을 보장하는 고가용성 서비스입니다.

지정된 데이터를 백업하고 네트워크와 시스템으로부터 격리된 외부에 별도 보관하는 서비스로, 외부로부터 침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보안관리부터 모니터링, 운영지원, 정기 리포트 제공 등 서버관리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관리해드립니다.

- 서버 및 네트워크 전문 인력이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

-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신 고객

- 각종 공격과 침입 시도에 대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신 고객

- 기존 전산실 운영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원하시는 고객

- 365일 24시간 전담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원하시는 고객

서비스 대상 고객

서비스 구성 Level

                 04  Expert Level   -   IPS 보안 관제, 스팸필터

            03  Secure Plus Level   -   Wapple 웹 방화벽, 백업/월간 리포트, 분기별 상세 리포트

      02  Secure Level   -   설치/운영 지원, 백업/복구, 기본 리포팅

01  Basic Level   -   고객관리 CRM, 모니터링 알림, 기본 방화벽, 기본 부가서비스, 컨설팅 상담

서비스 개요

· 서버관리 비용 절감

· 365일 24시간 즉각적인 관리

· 사내 중요데이터 보호

· 안전하고 쾌적한 서버환경 구축

기대 효과
모니터링 설치지원

운영지원 백업복구

리포팅컨설팅

보안관리

기술지원

One-Stop
Management

전문 엔지니어의 원스톱 서버관리대행

전문 엔지니어가 365일 24시간 고객님의 서버를 모니터링, 관리, 운영대행 해드립니다.

서버는  KSIDC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께서는 사업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서버관리대행



서비스 대상 고객

서비스 특징

KSIDC
통합보안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보안
관제

취약점
분석

보안
솔루션

웹 / DB
보안

서비스 장점

보안 인력 및 장비 운영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TCO 절감

핵심
역량강화

효율성
극대화

전문
보안 관리

NO.1 IDC기업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저렴한 비용, 고품질,

안정적인 서비스

전문 엔지니어 365일

24시간 고객지원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 관제 시스템

보안의 A ~ Z 까지 한번에! 통합보안서비스

KSIDC의 통합보안서비스는 서버보안에서부터 네트워크 보안까지 전문엔지니어가 365일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 보안 아웃소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통합보안서비스

- 서버(웹/DB)보안부터 네트워크 보안까지 한번에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고객

- 위험을 미리 탐지하여 향후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원하시는 고객

- DDoS, Worm바이러스 등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인 대처를 원하시는 고객

- 사용자 인증기반의 높은 보안수준과 상호운용성, 엑세스 관리 등 사용자 중심의 보안 솔루션을 원하시는 고객



IDS/IPS

KS방화벽

인공지능 방화벽

인공지능 방화벽(단독형)

VPN 서비스

DDoS 방어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로부터 내부 네트워크 자원들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보안서버구축(SSL)

웹방화벽

웹취약점 분석

시스템 취약점 분석

안티랜섬웨어&차세대백신

스팸메일 차단

보안 관제

차세대 방화벽 관제

IDS/IPS 관제

웹방화벽 관제

개인 정보 및 결제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 보안서버 구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웹 소스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공격을 탐지하여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웹의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법 해킹이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여 랜섬웨어 등 각종 침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약점 및 랜섬웨어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차세대 백신 기능으로 악성코드 차단과 안티바이러스를 보완합니다.

98% 이상의 높은 차단율, 오차단 0%에 가까운 KSIDC 스팸 필터링 서비스입니다.

보안 솔루션

취약점 분석

웹/DB 보안

통합보안서비스

웹쉘 탐지/복원

DB암호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직접 암호화하고 접근제어와 검사기록을 통해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는 솔루션입니다.

KS방화벽과 자동 침입 차단(IPS) 기능이 포함된 차세대 방화벽을 소규모 고객사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로 

Firewall과 IPS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침입 차단(IPS), VPN 기능이 포함된 차세대 방화벽을 단독 전용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Firewall과 IPS, VPN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인터넷 망을 본인의 네트워크처럼 인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암호화 

터널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의 불법침입 탐지와 방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상황에 맞는 반응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탐지 / 방어 

서비스입니다.

악의를 가진 해커가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놓은 다량의 좀비pc에 의해 특정 사이트의 서비스가 마비되는 공격에 

대비한 방어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웹서버 악성코드와 유포지 URL여부를 검사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며 위/변조된 웹소스를 복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축적된 차세대 방화벽, IDS/IPS, 웹방화벽 관제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와 

웹 보안의 실시간 모니터링, 침해대응, 리포팅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KSIDC 고품질 보안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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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DC 업계 최대 60G 완전 이중화 네트워크 

워크 그룹 이중화

Basic Zone

Giga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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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KS클라우드

더 빠르고, 안전한 E-Business 성장동력!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술로 혁신을 주도합니다.

KS클라우드는 인정받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활성화에 앞장서고있습니다.

서비스 장점

Business 2 :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란? 별도의 물리 서버 없이 가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여 서버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는 가상 서버입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물리방식에 비해 비용효율이 높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믿고 쓰는 KS클라우드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한국소비자만족지수 5년 연속 1위

2016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대상

입증된 기술 전문성

KACI 클라우드 표준화 포럼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기본협약 체결

IITP ICT R&D 클라우드 자문위원단

Microsoft 클라우드 핵심 파트너

Microsoft CSP Direct 파트너

KS클라우드와 MS AZURE 실시간 연동

전문 엔지니어의 기술지원

안정된 클라우드 환경 구축

19년 이상 축적된 직접 구축 노하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 구축

고품질 성능

ALL FLASH 기반 스토리지

최대 100만 IOPS 확보

빠른 응답 속도 (LOW LATENCY)

잠들지 않는 기술지원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직접 생산, 직접 기술지원

클라우드 통합 관리 기능 제공

최대 99.98% 가용률 보장

품질보장제(SLA)를 통한 가용성 확보

신뢰성과 서비스 지속성 보장

서비스 품질 ·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안 준수

유연한 확장 & 편리한 이용

완전 자동화 기반 확장성 제공

생성부터 모니터링까지 올인원 관리

실시간으로 사양을 추가 확장 가능



- 서버와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고객

- 서비스 환경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고객

- 서비스 수요에 따라 유연한 확장을 원하시는 고객

- 다중 처리와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신 분

- 사용량 예측이 힘드신 고객

클라우드 이용 대상

클라우드 활용

· 웹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 게임, 교육, 미디어 서버

· 쇼핑몰 또는 포탈 서버

· 데이터 베이스 및 개발 서버

· ERP 서버

· 메일 서버

서비스 형태

이용
가상의 서버

클라우드 서버

KS클라우드

연동

상호KS클라우드

혼합형 클라우드

사설 클라우드

구축
MY 오피스

사설 클라우드

1:1
연결

가상의 서버

클라우드 스토리지

KS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KS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11가지 무료 서비스

KS클라우드는 고객님께서 클라우드를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11가지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통합 관리페이지

KS클라우드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견적, 생성, 운영, 삭제,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버모니터

마이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의 

자원 이용 현황이 가능하며, 장애가 

감지되면 메일, 문자, 전화 3단계로 

알려드립니다.

네트워크 모니터

네트워크 사용 현황을 5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정리하여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방화벽 관리

특정 포트, 특정 IP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기가급 클라우드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웹 DNS

복잡한 네임서버를 설정하실 필요 

없도록 웹 기반 네임서버를 제공해드립 

니다. (도메인 10개 등록 가능)

클라우드 서버 초기화

초기사양과 IP를 그대로 유지하며, 

서버를 처음 생성했을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웹메일

가지고 계신 도메인을 메일 계정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웹메일 Free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스냅샷 / 복구

운영중인 클라우드 서버의 특정 시점을 

저장하여, 언제든지 저장 시점의 설정과 

데이터를 복구하는 백업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복제

운영중인 클라우드 서버를 복제하여 

동일한 설정의 서버를 즉시 추가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리대행 1단계

관리대행 1단계를 통해 숙련된 

엔지니어의 기술상담과 작업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DNS 기반 서비스 도메인

서버의 IP가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설정없이 도메인 네임 기반으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11가지 기본 제공 서비스



about KS클라우드 부가서비스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S클라우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소개합니다.

NO.1 IDC기업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품질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이어집니다.

부가서비스 종류 

이미지백업

서버를 이미지 형태로 백업하여 

보관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는 물론 

백업 시점의 OS까지 복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ySQL 이중화

DB서버의 부하 분산과 장애에 대비하고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2대 이상의 DB를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형태로 구성한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임대 

클라우드 서버에 운용하거나 활용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리플리카

다른 저장소에 장애 대비용 서버와 

데이터를 준비해두었다가 운영 서버의 

장애 발생 시 리플리카 서버로 자동 

이전되는 서비스입니다. 99.98%의 

가용율을 보장합니다.

로드밸런싱

하나의 서버에 집중되는 부하를 확장을 

통해 여러 대의 서버로 분산하여 서버 

부하를 분배하고 속도 저하를 감소시켜 

연속성과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윈도우 클러스터링

여러 대의 윈도우 클라우드 서버를 

Active- Standby 형태로 구성하여 

예기치 않은 장애에 대비하는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서버관리툴

서버 명령어를 몰라도 클릭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계정관리, 도메인연결

등의 서버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버관리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보세요.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보안서버구축, 기가방화벽, 차세대백신,

웹 방화벽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부가 서비스 장점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부가서비스

사내 중요 데이터를
장애로부터 보호

서비스 연속성과
가용성 보장

부가서비스



Disk Disk Disk Disk

백본 이중화

KSCLOUD 방화벽

Software Defined Network
Switch Switch

Software defined storag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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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2

Server Server Server

Cluster 3

Server Server Server

Cluster 4

Server Server Server

KS클라우드 완전 이중화 네트워크 

Cloud
Backbone

30G30G

Cloud
Backbone



고객 만족도 1위의 도메인 브랜드 KSDOM

최선의 도메인 등록 비용, 최고의 고객만족 부가서비스, 고객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동시 겸비!

대한민국 대표 도메인 브랜드 KSDOM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도메인을 등록/이전하세요.

서비스  우수성 2018년 고객만족도 친절 우수 직원상 수상

2011년 고객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2009년 고객만족도 1위 업체 선정

국제도메인관리기구인가

국제도메인 레지스터라

한국인터넷진흥공인

도메인등록대행자

Business 3 :  도메인 등록

합리적인 가격

서비스 특혜 믿을 수 있는 도메인등록 브랜드 KSDOM에서 도메인을 등록하시면, 최고의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창출

최저의
등록 비용

최고의
무료 서비스

다양한 고객의
요구 반영

신뢰성 · 안정성
겸비한 기업

KSDOM

11,800

11,500

H사

28,600

28,600

D사

15,000

20,000

I 사

26,000

23,500

G사

20,000

20,000

T사

15,000

15,000

.COM

.KR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KSSMS

최적의 요금제로 다양한 문자서비스 (SMS, LMS, MMS)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 3사 완벽 연동은 기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문자 보내듯 비즈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안전성 모두 갖춘 KSSMS로 비용 걱정 없이 빠르게 고객과 소통하세요.

기업형 
문자서비스란?

서비스  장점

사용량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제

최적의 가격제공으로 고객부담 최소화

선불제/후불제 선택형 요금제

5자 더 긴 SMS 전송으로 비용 절감

경제성

네트워크 완전 이중화

최적의 보안관제 운영

다양한 시스템과 운영 플랫폼 지원

API연동, DB연동 등 서버연동 지원

안정성

독립서버 구축, 모듈연동, 웹발송 지원

대량 엑셀 전송 지원

서비스 별 ID를 통한 통합 관리 기능

손쉬운 주소록 관리 기능

편의성

365일 24시간 전문인력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문의 및 장애 신속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통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안

고객 서비스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버연동서비스

API연동과 DB연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안정성과 빠른 서비스 가능

365일 24시간 전문 엔지니어의 연중 모니터링

멀티 SMS ID

SMS 서비스 ID 설정을 통한 리셀링 가능, SMS ID별 통계 및 관리 기능 제공

기업의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

토탈 관리 서비스

SMS ID별, 문자유형별, 기간별 등 상세한 통계 자료와 발송 현황 제공

SMS ID별 전송 통계 및 상세한 문자전송내역 제공으로 더욱 강력한 기업형 문자서비스 제공

Business 4 :  문자 / 카카오톡 서비스

시간

메시지 내용

수신 대상

메시지 길이

카카오 인증마크

특이사항

사전 승인된 템플릿 기반의 정보성 메시지
(주문/예약/결제/배송/포인트 적립 등)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능
(발송제한시간 20:00~08:00)

제한 없음
(수신자 전화번호 필요)

카카오톡 채널과 친구 추가한 이용자

Byte 제한 없이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친구톡 :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친구톡(+포토) : 포토 1장 + 텍스트 400자

사업자만 사용 가능
메시지 템플릿 사전 심사 필요

발송 실패시 대체 문자 발송 가능

사업자만 사용 가능
야간 발송 제한

노출 미노출

알림톡 친구톡



스마트한 협업 플랫폼 Microsoft365

Microsoft365 장점

Microsoft365 종류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상관 없는 스마트 워크

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공동으로 문서, 메일, 일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품 오피스 관리는 물론 구매에 대한 가격 부담까지 줄인 상품

박스형 오피스가 아니므로 분실 · 도난에 안전하고, 직원 증감에 따라 원하는 만큼 증설 · 해지가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강력한 보안

다계층 보안 관리로 정보유출을 막아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베이직

Microsoft 365 Business Basic

비즈니스

Microsoft 365 Apps for business

비즈니스
스탠다드

Microsoft 365 Business Standard

엔터프라이즈

Microsoft 365 Apps for enterprise

온라인

오피스

1TB 

개인문서

보관함

50GB

기업 메일

Office

Online
Exchange

One Drive

Business

그룹 문서

보관함

메신저/

화상회의

Skype for

Business

Share

Point

사내SNSYammer

Business 5 :  기업 솔루션

Excel의 셀프 서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온라인

오피스

1TB 

개인문서

보관함

Office

Online

One Drive

Business

설치형

오피스
Office

온라인

오피스

1TB 

개인문서

보관함

50GB

기업 메일

Office

Online
Exchange

One Drive

Business

그룹 문서

보관함

메신저/

화상회의

Skype for

Business

Share

Point

사내SNSYammer

설치형

오피스
Office

온라인

오피스

1TB 

개인문서

보관함

Office

Online

One Drive

Business

설치형

오피스
Office

Microsoft의 공식 CSP(Cloud Solution Provider) Direct Partner 입니다. 

Office 도구는 물론 메일, 문서 보관함, SNS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Microsoft365를 소개합니다.



기업

주요 고객사

우아한 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렌딧 (주)뉴젠솔루션 (주)에코마케팅 미스터블루

수현 씨젠 온누리 H&C 한글과 컴퓨터 SK Plannet 한컴위드

썬앳푸드 유한킴벌리 코오롱베니트 롯데건설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서강유업

주식회사 마니커 지구컴즈 파스퇴르유업 예람 한국전자 출판협회 정보문화사

카젠 감탄떡볶이 (주)365mc 네트웍스 (주)지비엠아이엔씨 (주)드림시큐리티퓨처스토리

시니어파트너즈 시티은행 스쿨푸드 루트미디어 인사이드 컴퍼니



게임

쇼핑몰

주요 고객사

넥슨 코리아 닌텐도 이펀컴퍼니 PLAY 800 라인콩 퍼펙트월드

카이신왕 미투온 CCR (포트리스2) 리쿠 지원커뮤니케이션

알엔티에스미디어 아이엠씨게임즈

다이소몰 라이프마켓(쿠폰챠트) 쿠프마케팅 번개장터 오캠몰 칸투칸

중앙일보 쇼핑몰 싹쓰리닷컴 트윈키즈 포에버21 왕자행거밀크앤코코아

엠유네트웍스



공공 기관, 단체, 부설 연구소, 이익단체, 협회, 공공 커뮤니티

주요 고객사

더불어민주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공무원연금쇼핑몰 군인공제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변리사회 동해시청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서울특별시체육회

속초시청 영등포구청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조이플미디어선교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범령정보관리원

재향군인상조회

(재)한국도자재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더치트

월드비전

서울시청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서울디지털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한국직업개발원한국청소년 미술협회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론

· 상기 업체 외 소중한 9,800여 고객 업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교육, 학습 관련 컨텐츠

주요 고객사

한국경제신문 조선뉴스프레스 (주)데이터뉴스 엑스포츠미디어

아이뉴스24 법률저널

불교텔레비전

(주)로봇신문사

조세금융신문

미디어펜

시대고시기획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미래엔 시사일본어학원 로제타스톤 대방열림고시학원

에스엠잉글리쉬 청취닷컴 삼천지교 아이티고 지아이티아카데미

대교에듀캠프 타임교육 지안에듀 선진네트웍스(주) 명인교육센터(주) 학습전략개발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주)바이탈경영교육원 (주)뉴런잉글리쉬 한국우쿨렐레교육협회 로렌츠코리아 영진닷컴

인투에듀



세계적인 해킹방어대회, CODEGATE IDC 협력업체

(주)코리아서버호스팅은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규모의 국제 해킹방어대회인 코드게이트(CODEGATE) 행사에 매년 IDC협력업체로서 

대회의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스케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코드게이트보안포럼, 매경미디어그룹

서울특별시

주 최

주 관

후 원

(주)코리아서버호스팅 홍보부스

주요 협력 행사



믿음이 가는 기업 (주)코리아서버호스팅

㈜코리아서버호스팅은 2003년 3월 소중넷을 기반으로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기업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B2C, B2B, CLUSTER, Mobile, CRM, NTS, Cloud, VOD, CDN, HA....
가격, 성능, 속도, 안정성, 빠른 고객지원 및 고객만족도에서 최고가 된다는 신념으로 눈 앞의 성과에 급급한 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기업경영을 

지양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면서 고객의 꿈을 같이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3층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6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

본사

전산실 IDC

02-593-8320

02-6264-8321

대표전화

팩스

· 승용차

- 강남역 · 테헤란로 방향 : 서초역사거리에서 유턴 후 100m 전방 우측 건물

- 고속터미널 · 반포로 방향 : 서초역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100m 전방 우측 건물

- 예술의전당 · 반포로 방향 : 서초역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100m 전방 우측 건물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 1번 출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40m

2,3호선 교대역 하차 - 9번 출구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500m

· 버스

간선버스 541, 740

광역버스 9100, 9200, 9201, 9300, 9301, M6405, M6410

직행버스 3000, 3003, 3100, 3101, 3200,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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