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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스마일서브는 IT업계의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중견 IT 기업입니다.

고정관념의 파괴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창조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 도전정신으로 이어져 e-business 의 새로운 길을 열고 앞장

서가고 있습니다.

㈜스마일서브는 IDC운영에 필요한 기술, S/W,  H/W 등을 독자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곧 기업의 발전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가 스마일서브에게 준 이익을 e-business 컨설팅과 노하우 기

술을 통하여 고객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다시 개인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마일서브는 대한민국 서버호스팅 1위, 고객만족 1위라는 수식어보다 ‘개인과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사랑 받는 기업’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마일서브 대표이사 마 보 임



회사 조직도



경영 이념



2014년

▪ 클라우드 가상서버 ‘일일 요금제‘ 출시

▪ 세계 최초 전기선 없는 “PoE ARM 서버’상품 출시

▪ 워드프레스 전용 서버 상품 출시

▪ 스마일서브 본사 이전

▪ ㈜스마일서브 연길 지사 법인 설립

▪ 클라우드 Max IO 서버 상품 출시

▪ 리얼서버 10분 개통 상품 출시

▪ ‘아이비로호스팅’ 인수

▪ 정보보호관리체게(I는) 인증 획득

▪ 2014 시큐리티 세이프티 코리아 영상보안 제품 전시

2015년
▪ 게임 운영 플랫폼 iGamV 서비스 런칭

▪ SECON2015 세계 보안 엑스포’ 영상보안 전시

▪ 오픈 소스 ‘보안서버’ 솔루션 공개

▪ Edge-core와 SDN 장비 총판 계약

▪ Xingtera와 사물인터넷 총판 계약

▪ Cloud One Pack 서비스 출시

▪ 컴퓨팅 클라우드 iWinV 서비스 개발 착수2017년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iWinV 서비스 런칭(www.iwinv.kr) 

▪ 클라우드 기반 IwinV 콘텐츠 캐시 서비스 출시

▪ 웹호스팅 서비스 용무료 SSL 보안 서버 공개

▪ DDoS 공격 협박받은 고객 대상 방어 서비스 제공

▪ 무인점포 감시용 양방향 CCTV 아이캠브이 출시

▪ 한-중 네트워크 가속서비스 니하오 차이나 VPN 출시

2016년
▪ CCTV 라이브 서비스 출시

▪ 반값 방범 서비스 출시

▪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 구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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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멜트다운 대응 AMD 라이젠 서버 출시



2010년
▪ Infra Cloud 기반의 PC5 상품 출시

▪ 고가용성(HA) 호스팅 상품 출시

▪ 자바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출시

▪ 원격 콘솔기반 IKVM 호스팅 출시

▪ H.264 코덱 기반 CDN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2012년
▪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 보안 삼총사 호스팅(서버호스팅+보안3총사) 상품 출시

▪ CDN 동영상 서비스 다각화 실시

▪ 서버호스팅 임대상품 기간 변경 (24개월  12개월)

▪ 리얼서버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1분 개통‘ 상품 출시

▪ 서비스 도메인 변경: 10000dedi.net  Cloudv.kr

2011년

▪ 업계 최초 서버호스팅 HDD를 SSD로 교체

▪ MAC mini 호스팅 출시

▪ CDN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 동접 처리 특화 ‘소셜커머스＇서버상품 출시

▪ 48코어 서버 출시

▪ SMSHUB 서비스 런칭: www.smshub.co.kr

▪ 10Gbps 캐시서버 상품 출시

▪ CloudR 브랜드 런칭

▪ 클라우드 기반 다량서버 통합관제 솔루션 SMC2.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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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국내 최초 10Gbps 네트워크 기본 제공

▪ 클라우드 가상서버 WIN/LINUX Share 상품 출시

▪ MS DB 호스팅 서비스 출시

▪ IDC 內 서버간 네트워크 트래픽 무료 선언

▪ 대용량 기업용 웹하드 NAS호스팅 출시

▪ 저전력 그린서버 / 반값 서버호스팅 상품 출시

▪ 빅데이터 연산 전용 스토리지 서버 상품 출시

http://www.smshub.co.kr/


2005년
▪ 사옥 이전

▪ 운영 서버 3,000대 달성

▪ Elcap 방화벽 기본 제공

2008년
▪ DDOS 방어 서비스 출시

▪ 하나로 IDC와 10G DDOS 방어 BMT 통과

▪ 국제망 종량제 프로그램 개발

▪ IDC-Smile 서비스 가동

▪ IDC-Smile 백본 20Gbps 증설

▪ 아시아 최초 코어호스팅(가상화서버) 출시

2007년
▪ 하나로IDC(현 SKBroadband) 계약

▪ 운영서버 4,000대 달성(KT IDC 및 하나로IDC내 자사 상면)

▪ 자사 IDC 건물 매입 및 공사 착공

2003년

▪ 운영서버 1,000대 달성

▪ 서비스 도메인 변경: jib.to  100dedi.net

▪ 100M Dedicated 회선 기본 제공

2006년
▪ 운영서버 3,500대 달성

▪ KT IDC 백본 20Gbps 증설

▪ 호스팅 존내부 1Gbps 네트워크 기본 제공

▪ 기업부설 호스팅 기술 연구소 설립

▪ 서비스 도메인 변경: 100dedi.net  1000dedi.net

2004년
▪ KT IDC 계약

▪ 운영 서버 2,000대 달성

2002년

▪ 법인 설립

▪ 운영서버 150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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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한국 MicroSoft와 ‘PHP마이그레이션’공동 이벤트

▪ 한국 MicroSoft와 ‘Websitespark’지원 파트너 서비스

▪ 무제한 파워셀러 이미지호스팅 출시

▪ 업게 최초 Quard Core 무상 임대 호스팅 출시



서비스 인프라 IDC 소개



서비스 인프라 IDC 소개 -1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지하철: 1호선 독산역 하차 후 ‘서부샛길’ 방면 도보 10분

자동차:

서해안 고속도로 금천 IC 서울방향 → 금천구청 디지털 단지 오거리

방면으로 우측 → 200전방 우회전 → 디지철 3단지사거리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우회전 → 900M 진진후 좌측

대륭테크노 타운 2차 2층



서비스 인프라 IDC 소개 -2

전원시설

▪ 전기 인입 이중화 (변전소 이중화)

▪ 변압기 구성: N+1

▪ 예비용 고압 변압기

▪ UPS 4중화 (병렬 UPS * STX 이중화)

▪ 비상 발전기 (N+1) 구성

상면시설

▪ 연면적 약 2,000m2

▪ 홍수대비: 건물 2층 IDC 위치

▪ 내진 설계: 진도 7 (리히터 규모 6)

▪ m2당 하중 800Kg: 대형전산시스템 수용 가능한 하중 설계

▪ 다양한 고객시설 수용 가능한 Open/Secure rack, Cage wldnjs



서비스 인프라 IDC 소개 -3

공조시설

▪ 상면시설 및 최적의 항온 항습 제공 (항온:22℃±2℃, 항습:30%±5%)

▪ Green IDC: 동절기 급배기 활용 냉난반 전력 감소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경보시설

▪ 청정가스 소화설비(하이드로클로로풀르오로카본혼화제)

▪ 내부 구조물은 불연성 재료로 시공

보안시설

▪ 폐쇄회로를 통한 출입자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 감지센서를 통한 모니터링

▪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사전 등록된 고객만 출입



서비스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CloudV’ 소개

(주)스마일서브가 지난

2002년에 선보인 '서버 호스팅' 대표 브랜드 입니다.

2018년 기준 약 7,000대 이상 서버 자원이 가동되고 있으며,다양한‘서버 구매 및 임대’로

구성된 상품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①갑작스런 시스템 장애 및 교체 혹은 확충에 따른

②시스템 (서버에서 네트워크 장비) 보유 및 공급

③24시간 전문 엔지니어 배치 최고 수준 고객지원.

④직접 소유 서버 입고/의뢰 가능한 ‘코로케이션’ 서비스 운영

⑤365일 24시간 무중단/무정전/무결점 기반 프로세스 구축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의뢰 가능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 종류에 상관없이 완벽한 컨디션으로 100% 효율이 발휘되도록

24시간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cloudv.kr

연락처 : 1688-4879



서비스 브랜드 ‘CloudV’ 홈페이지



서비스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iWinV’ 소개

(주)스마일서브가 지난 2017년 2월에 선보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대표 브랜드 입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이 개발부터

구축/운영까지 끝낸 것은 호스팅 업체 최초이자 기념비적인 이슈 입니다. 

iwinv는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버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골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작게는 Virtual Core 1개부터 최대 리얼코어 2,040개 CPU(+로드밸런싱+오토스케일)를 시간 단위로 사용

- Raid 1+0 & Ceph mirror 시스템으로 구축된 SSD

All Flash 스토리지는 최대 500,000 IOPS성능과 데이터 4중 복제로 부하가 가혹한 서비스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개발 기간은 약 2년

● 개발에 참여한 전문 엔지니어는 약 2,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결과이며, 약 16년간 갈고 닦은 전문엔지니어 노하우가 십분 담겨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신조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직접 개발해 선보인

'뼛속까지 메이드인 코리아' 클라우드 서비스는 iwinV가 유일합니다.

홈페이지: www.iwinv.kr

연락처: 1688-4849



서비스 브랜드 ‘iWinV’ 홈페이지



서비스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iVyro’ 소개 -1

㈜스마일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호스팅’ 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개인 혹은 중소규모 업체에서 필요한 다양하고 저렴한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으

며 성능을 위해 “Full SSD Hosting”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메인, SMS, 이메일 등 기본적인 모든 서비스를 최저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바로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www.ivyro.net

연 락 처 : 070-7451-2338



서비스 브랜드 ‘iVyro’ 홈페이지



서비스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iCamV’ 소개 -1

2010부터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출시한 ‘IT 보안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IP카메라 및 관련 제품(PoE 스위치,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치, 미디어 컨

버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학교/공공기관/그룹사/통신사에 솔루션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 CCTV라이브:  CCTV카메라 24시간 인터넷 생방송

- 비상벨, 경고방송, 전관 방송

-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홈페이지: www.icamv.com

연 락 처 : 070-7451-2300



서비스 브랜드 ‘iCamV’ 상품 소개 – CCTV라이브

고화질 CCTV로 라이브 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라이브 영상은 PC, 

App, WEB을 통해 언제든

시청 가능하게 하며, 

YouTube 라이브 방송까

지 할 수있도록 지원합니

다.

홈페이지: www.cctvlive.kr

연 락 처 : 070-7451-2300



비상벨
밟거나 누르면, 

신고 전화 겁니다.
(센서 연결 가능)

서비스 브랜드 ‘iCamV’ 상품 소개 - 비상벨



경고 방송
쫓아갈 필요 없이 바로 방송하세요.

서비스 브랜드 ‘iCamV’ 상품 소개 - 경고방송



전관방송
전국,

건물 내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된

어디든 동시 음성 방송

서비스 브랜드 ‘iCamV’ 상품 소개 – 전관 방송



기타 서비스 브랜드



기타 서비스 브랜드 소개

SMS허브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 백본망에 직접 연결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 모듈 탑재 후 전송을 하거나, 팀(Team)을

구성하여 문자 서비스를 일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mshub.kr

오픈 소스기반의 무료 서버용 보안 프로그램으로 악성 공격자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 거래하는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배포하는 응용프로그

램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 www.boanserver.com



문의 전화. cloudv: 1688-4879

iwinv: 1688-4849

귀사의 최고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는

㈜스마일서브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