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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단독형 호스팅 

서비스 정의  
 
 
 
 
 
 
 

클라우드 서버 
• VMWare로 구현한 가상 머신 
 
• OS/CPU/MEM/DISK/트래픽
/IPS/백신 등 필요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솔루션 
• 서버/웹메일/대량메일/대량SMS/   
  안티스팸 등 다양한 솔루션 제공 
 
• 비싼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고  
  월 정액으로 임대하여 사용 

운영 관리 
• 고객사에 맞는 맞춤 시스템 컨설팅 
• 전문 운영인력 없이 서버관리 가능 
• 백업 비용 없이 백업 가능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가능 

 

단독형 호스팅이란?  
`` 클라우드 서버 + 솔루션 + 운영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신개념 호스팅 서비스`` 



I. 단독형 호스팅 

서비스 개요 

단독형 호스팅은 VMWare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자원을 (CPU, Memory, HDD등) 고객사의 
비즈니스 Needs에 적합하게 할당함으로써 비용점감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술을 제공하고 웹메일/대
량메일/안티스팸/SMS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ASP형태로 제공하는 신개념 호스팅 서비스 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고성능 시스템 

      안정적인 후지쯔 엔터프라이즈급 서버 
(쿼드코어 4CPU+, 메모리 32G+)를  논리적으로  

       파티셔닝 하여 서비스 제공 

 

 SAN스토리지를 통한 I/O속도 향상  

      SAN스토리지 공유 / 무중단 핫 백업 

      Auto Fail-Over  

      무중단 시스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 

 

 세계 1위 안정적 VMWare 가상화 솔루션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VMWare ESX Server솔루션 이용(국내 유일) 

 

 고품질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웹메일/대량메일/안티스팸/SMS 솔루션 제공 

        월 정액의 저렴한 비용으로 솔루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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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특징 

VMWare 가상화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Vmotion  -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물리적 서버로 이동기술로 제로 다운타임과 무결성을 보장 

 HA - 한대의 물리적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상서버들을 다른 물리적 서버에서 리부팅이 가능 

 P2V Convert  - 운영중인 리얼서버를 별도의 개발 및 운용자의 도움 없이 가상서버로 변환이 가능 

 Resource Schedule - 사전에 다양한 OS와 환경을 구성, 신규 구축 및 요구사항시 리소스를 즉시 할당 가능 

백업서버 

백업스토리지 

▶  무중단 백업서비스  ▶  자동화 Fail-Ove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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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특징 

714 Giga의 국내 최대의 백본망과 서버당 최대 1 Giga 네트워크 대역 제공 

IPS, 방화벽, 웹 방화벽, SSL VPN등 고객 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안 네트워크 망 제공 

 

국내 유일의 SAN Storage 제공을 통한 고 성능 / 고 가용성 제공 

대체 서버 기본 제공으로 시스템 장애 시 5분 이내 자동 복구 

 

웹 , 메일, 웹하드, 데이타베이스, 대량메일발송, 단문(SMS)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 환경제공 

고객사 솔루션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및 비즈니스 단계에 따른 실시간 확장성 제공 

 

VMWare의 가상화/파티셔닝 기반 H/W관리로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 비용, 최적의 시스템 구성 및 통합작업 

완벽한 자원/OS 독립성 제공, 할당된 자원(CPU, 메모리)을 모두 소진 할 경우 초과 사용 허용 

 

서버호스팅, 웹호스팅 대비 최대 85% 이상 성능 향상 

동일 타사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서비스 대비 최대 45%이상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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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서비스 비교 

단독형호스팅은 서버호스팅의 장점을 수용하고, 웹호스팅의 자원 공유로 오는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호스팅 서비스보다 가격, 성능, 자원관리, 장애처리등 에서 뛰어난 핵심 기술 입니다.   

Application 

OS 

Hardware 

Application 

OS 

Hardware 

Application 

OS 

Hardware 

Hardware 

Virtual Layer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OS 

구분 서버 호스팅 웹 호스팅 단독형  호스팅 

장점 

• 독립적H/W, APP 운용 

• 사용자 프로그램 설치가 자유롭
다 

• 서버 접속 및 관리가 자유롭다  

• 비용이 저렴하다 

• 설치 및 시스템관리가 필요 없다 

• 설치기간이 짧다 

• 서버호스팅, 웹호스팅 장점 수용 

• 무중단, H/W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지원 

• H/W장애에 대비한 Fail-Over지원 

• H/W, S/W 소유비용 30~45% 절감효과  

단점 

• 비용이 많이 든다 

• 설치기간이 길다 

• 관리(장애,유지보수)가 복잡하다 

• 프로그램설치가 제한된다.  

• 서버 접속 및 관리가 제한된다 

• 장애처리가 어렵다 

• 서비스 안정성이 VMWare솔루션의  

•  안정성에 의존적이다 

Hardware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웹호스팅 단독형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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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주요고객사 

전세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의 세계적인 선도기업 

 세계 5대 Software 전문업체(Market Cap기준) 

 약 25,000 세계 유수 고객사 확보 

 Fortune 100대 기업 전체; Fortune 1000의 83% 

 1998이래 산업부분 선도; 매출액 $1B 

 강력한 파트너 망 구축  

 특허화된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한 기술  
VMware 

시장 점유율  

 “VMware는 산업표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상에 운영되는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60개종의O/S와 200여 종의  
   하드웨어 플랫폼 지원 

  4,000+ 채널 파트너사   

    Leading distributors, resellers,  
   x86 system vendors and SIs 

 

http://www.lgchem.co.kr/index.jsp
http://www2.hanjin.com/kr/index.jsp
http://www.truefriend.com/main.html
http://www.corelogic.co.kr/en/main.htm
http://www.seoulfn.co.kr/subindex.jsp
http://www.kbstar.com/
http://www.abnamro.co.kr/Korea/index.htm
http://www.korealife.com/home/main.asp


II. 메일솔루션 

 

 자체 개발한 SMTP, POP3, IMAP4, Webmail 제공 

 개발 방식 : C기반의 Multi-Threaded Process(KT 인증 1012호) 

 해외 상용 메일엔진의 경우 대부분이 선택한 구조임 

 별도의 Virtual Machine(JVM) 없이 구동  성능 극대화 

 대부분 국내 솔루션은 Sendmail, Q mail, BeeHive mail을 판매하는 상황임 

 보안을 위한 POP/IMAP Proxy Server 지원 

 

 인도 Tata Telecom에서의 BMT 시 세계 최고의 제품들과 겨뤄 선정 
 
  

메일솔루션은?        
 
 

 

MTA 

Queue MDA Message Store 

사용자 인증 DB 

INTERNET 
POP3 

IMAP4 

Webmail 
MRA 

고객상황에 따른 인증선택 

자체개발 솔루션 범위 

Outlook, 

 Outlook Exp. 

㈜다우기술의 Terrace Mail Suite 7 
 
Terrace Mail Suite은 대용량 메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강력한 메일서버로써,  
고성능, 안정성, 확장성을 모두 갖춘 웹메일 솔루션입니다.  



II. 메일솔루션 

솔루션 특징 

    검증된 안정성과 성능 

      국내 300개 이상의 고객과 해외 60개 이상의 고객이 사용 

       무역협회를 비롯한 하나로텔레콤, 신한은행 등이 사용 중 

       2011년 현재 1일 2억 건 가량의 메일이 당사의 메일 엔진으로 처리 됨 

 

    무한 확장 아키텍쳐 

        설계부터 대용량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디자인하여 수많은 사용자에게 지원 가능 

        -> Single-host 에서 Multi-host 로 손쉬운 확장 가능 

        대용량을 감안한 메시지 저장 방식  

        ->인덱스 파일과 메시지 저장공간의 분리되어 디스크 확장 자유롭다. 

 

    높은 확장성 

        메일 서버의 각 기능별 모듈 분산 가능 

        POSIX Thread 구조로 작성되어 CPU, Memory 추가에 비례하여 성능 향상 

 

 놀라운 AJAX 웹 클라이언트 

        AJAX를 이용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킨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II. 메일솔루션 

솔루션 특징  

    관리자 기능의 편리성 확장 

        콘솔작업을 최소화하고 웹 어드민 서버를 이용하여 모든 관리 가능 

        모니터링 및 실시간 현황 분석, 통계 기능 강화 

 

    강화된 검색 기능 및 태깅 

        메일 데이터의 관리 편의성 강화, 유용한 메일 정보의 활용성 증대 

        검색 메일함 및 태그 기능 제공, 간단검색 지원 

        검색 강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본문, 첨부파일명, 첨부파일 내용 검색 

 

    보다 안전한 메일 환경을 구축 

        SMTP 보안 프로토콜 지원 및 보안메일 전송 등, 좀 더 안전한 메일 환경 구축 

 

    뛰어난 웹메일 및 다양한 협업 기능 지원 

       웹메일과 연동되는 공지사항 게시판 지원 

       대용량 메일 보내기 및 웹폴더 지원 

       개인 및 공용 주소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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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아카이빙 제공  

    메일 아카이빙(사본저장 기능) 

         메일 데이터에 대한 보안 / 저장/ 백업이 필요한 고객에게 유용 

         단독형 메일 서비스를 신청 시 기본 제공 

 

    사본 저장 기능 

       @도메인으로 수,발신되는 메일을 특정의 메일 주소로 복사본을 배달 

        수신용(inbound)과 발신용(outbound) 메일을 보관할 메일 주소 2개 생성 

           

          

   호스팅 서비스와의 차별성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는 메일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거나 유료임 

       실수로 메일 삭제하거나 메일 데이터 유실 시 사본 저장된 메일 데이터에서 확인 가능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주요기능 

AJAX Mail Client 

 

 MS Explorer의 종속성을 없앰 ->MS IE,  Firefox, Netscape, Opera 등 지원 

 한글, 영문 사용자 메뉴  

 예약발송, 메일 분류, 서명관리 등의 편의성 

 다국어 읽기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한 화면에 표시 

 다국어 인터페이스 지원->한국어,영어,일어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주요기능 

대용량메일 첨부 
 지정한 크기 이상의 메일은 링크로 송부 
 다운로드 횟수와 유효기간 설정 
 
편지함 첨부파일 삭제 
 메일중에 첨부 파일만 삭제 가능 
 
보안기능 
 최종 접속 시간과 IP 표시 
 
자료실(웹폴더) 
 개인 자료실 
 공유폴더를 생성하여 구성원간 읽기/쓰기 
 권한 설정 가능 
 
태깅 및 검색 기능 
 제목, 보낸이, 받는이, 기간을 설정하여 메일 검색가능 
 조건은 and or 연산 가능 
 검색 메일함 
 
백업/업로드 기능 
 개인별로 메일함을 PC로 백업 
 eml 형식의 메일을 웹메일로 업로드 
 
메일 공유 기능 
공유 메일함 제공-사내 사용자와 메일을 공유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주요기능 

별칭 사용자 
 대표 메일 기능 
수신 받은 메일을 등록된 메일 계정으로 전달만 하는 계정을 의미 
 
커스터마이징 
 로고이미지 / 타이틀 /저작권 등 커스터마이징 가능 
 
문서템플릿 
 관리자가 문서양식 등록가능 
 메일 작성시 문서양식을 사용하여 발송 가능 
 
일정관리 
 그룹별로 일정 공유 가능->공유그룹기능 
 아웃룩과 동기화 지원 
 
주소록 
 개인주소록/공용주소록 제공 
 다수의 공용주소록 운영 가능 
 
게시판 
 공지사항, Q&A, FAQ 게시판을 기본 제공 
 익명게시판/비밀게시판 지원 
 
조직도 
 도메인 별로 조직 구성 및 사원, 직책, 직위, 직급 등록 
 조직도와 연동하여 메일 쓰기 지원 
 
스킨 제공 
 디자인이 다른 4가지 스킨 제공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UI-메일 

<로그인 화면> 

<로고 및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한 로그인 페이지 >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UI-주소록 

<로그인 화면> 

개인주소록/다중 공용 주소록 제공 
주소록 내보내기/가져오기 및 메일 발송 지원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UI-일정관리 

<로그인 화면> 

아웃룩 동기화 지원  
일정관리 공유 기능 제공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UI-게시판 

<로그인 화면> 

게시판 제공->쓰기권한 제한 가능 
익명/비밀 게시판 제공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UI-자료실 

개인 자료실 /공용 자료실 /공유 자료실 제공 
저장된 자료 메일 보내기 지원 



II. 메일솔루션 

웹메일 UI-조직도 

조직도 제공 
조직원에게 메일 보내기 지원 



II. 메일솔루션 

모바일 웹메일 

아이폰, 아이패드,갤럭시S,갤럭시탭, 블랙베리폰(개인용) 등 최신 스마트 폰  메일 셋팅(pop3/IMAP) 지원 
 
스마트 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주소록, 일정관리를 연동한 모바일 웹메일 제공 



II. 메일솔루션 

관리자 기능 

편리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JAVA 기반의 웹 방식 운영자 Tool 인 웹 어드민 서버를 제공합니다. 

 

 운영관리(도메인/계정/그룹/Alias등) 

 

 그룹별 정책 설정 가능 

- 그룹별 POP/IMAP/웹메일/SMTP AUTH 제어 

- 그룹 별 메뉴 접근 제한 기능 제공 

 

 시스템 모니터링 (메일 트래픽, CPU, Disk 등) 

 

 통계(상세내역) 및 보고서 구성 

 

 도메인 별, 그룹 별, 사용자 별 환경 설정 및 메일 서비스 지정 

 

 이전의 웹 커스터 마이징 사항이었던 것을 기능으로 구현 및 옵션화  

  

 

 



II. 메일솔루션 

관리자 화면 1 



II. 메일솔루션 

관리자 화면 2 



II. 메일솔루션 

스팸 차단 

세계적인 보안업체인 SOPHOS사의 PMX솔루션을 SOPHOS LAB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유저에게 수신되는 각종 스팸 메일을 차단하여 깨끗한 메일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일스팸리포팅 발송.복구 

     -유저별 일일 스팸 차단 리스트 발송 

     -차단된 메일 복구 및 허용 기능 제공 

  

 

    실시간 스팸차단 모니터링 제공 

     -스팸차단 모니터링 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 차단 현황 확인  

     -1~최대 15일까지 차단 리스트 확인 

 

  

    수신허용, 수신차단(White list/Black list)기능 지원 

     -아이디@도메인 또는 도메인명으로 수신 허용, 수신차단 설정 

     -보낸사람, 제목별 스팸차단 메일 검색 기능 제공 

 

 

 

 



II. 메일솔루션 

발송 필터 서비스 

최근 메일 암호를 해킹하여 대량의 스팸 메일이 발송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송 필터 서비스는 세계적인 보안업체인 SOPHOS사의 PMX솔루션을 적용하여 

메일 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메일을 필터링하여 스팸 메일 발송을 차단합니다. 

 

  발송 필터 시스템의 필요성 

-대량 스팸 발송으로 인한 시스템 다운 

- 국내 및 해외 RBL에 발송 아이피 차단  

- 메일 시스템 신뢰도 하락 

 

 발송 메일 필터링 기능 

-발송되는 메일을 스팸 지수를 적용하여  

  70%이상일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하여 차단 

 

- 발송 메일이 스팸메일로 판단될 경우  

   발송자에게 리턴 메일 발송 

 

<스팸 메일로 판단시 발송자에게 전송되는 리턴메일 형태> 



III. 서비스 요금 

서버 (VAT별도) 

단독형 기본 상품  단위  요금 

기본형  식        99,000  

초기설치비  1회      100,000  

CPU : Intel X7310 (1.6GHz) 1Core 
MEM : 1GB 
DISK : 30GB (실가용량 20GB) 
트래픽: 5MBPS 

솔루션 (VAT별도) 

솔루션  솔루션명  요금 

메일(50유저 당)  TIMS        30,000  

옵션 (VAT별도) 

옵션  단위  변경요금 

CPU추가(CORE)  1개/최대 8core        15,000  

MEMORY추가  1GB/ 최대8GB        15,000  

DISK추가  20GB        15,000  

트래픽추가  5Mbps        60,000  

서버백신  식        60,000  

IPS(침입차단시스템)  1개        60,000  

OS(window)  식        15,000  

DBMS(MS-SQL)  식        50,000  

안티스팸 (수신용)  50유저당        25,000  

발송필터 (발신용)  50유저당        20,000  

SMS(웹메일과 연동)  2500건        50,000  

실데이타백업  최대 10GB        15,000  



III. 서비스 요금 

기본 제공 서비스 (VAT별도) 
기본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비고  

기술상담 

방문상담 무료 

맞춤형 서비스 구성 및 견적 무료 
서버 사양 선택기준 제공 무료 

고객지원 
단독형 서비스 문의 전화/메일 문의 무료 

메일 수/발신 로그분석 서비스 무료 

설치 

OS설치 무료 
DB설치 무료 

단독형 솔루션 설치 무료 

개별 IP부여 무료 
운영 솔루션 패치 무료 

관리자 
root 권한 지원 무료 
MRTG 정보제공 무료 
장애통보(SMS) 무료 

백업 주간백업 무료 

부가 서비스 (VAT별도) 
부가서비스 세부 내용  비고  

운영 

OS 재설치      30,000  

DNS 설치      20,000  

서버 이전     100,000  

이중화 구성에 따른 지원     200,000  

데이터 복원(20GB)     300,000  

커스터마이징 

메일 기능 추가  협의  

SSO (single sign on) 관련     100,000  

API(계정 생성/삭제/변경)     200,000  

Mailbox 자료이전 및 생성(100user)     100,000  

타 솔루션에 탑재/연동  협의  

기타 
홈페이지 제작 
기본:-10p+게시판 

 협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협의  

Trouble Shooting 서버관리(application 제외)  협의  

*운영 지원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여부는 기술협의 후 진행됩니다. 



I. 단독형 호스팅 

서비스 신청문의 

서비스 문의 : 최세원 과장 

기술 지원 : 최성훈 부장 

1577-9934 

Service@mailtop.net 
http://www.mailto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