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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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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 SERVICE co. 

고객의 디지털 비지니스의 기반이 되는 IT 인프라 구축을 서포트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 

고효율 ∙ 저비용 ∙ 향상된 보안의 인프라, 신속한 장애처리, 정확한 응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KT IDC 24x365 

 고가용-고안정-고품질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코로케이션 

서버 매니지먼트 
 

 
 KT IDC 24x365 

 1:1 전문 엔지니어 관리 

 장애/정기 리포팅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 

솔루션 
 
 
 QR코드 생성/관리 

  꿍알 - qoongr.co.kr 

 모바일웹, 반응형 웹 제작 

  쿠킹엠 - cookingm.com 

 국내 대표 CGI 서비스 

  블루CGI - db.blueweb.co.kr 

도메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인기관 

 .com co.kr .kr .net .org  

    info .asia .biz .한국 등 

    등록 가능 

 무료 파킹/포워딩 지원 

홈페이지 제작 
 
 
 다년간 축적된 제작노하우 

 사업 목적과 마케팅 전략 

   에 적합한 컨설팅 제공 

 효과적인 SEO 지원(검색 

   엔진 최적화) 

 워드프레스, 반응형, 모바 

   일웹, 쇼핑몰 등 제작 



회사명 ㈜블루웹 

설립일 2000년 2월 

대표이사 장봉근 

자본금 5억원 

사업분야 호스팅, 도메인, 웹-모바일 서비스 

사업내용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매니지먼트, 

도메인, 홈페이지 빌더 솔루션, QR코드 서비스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0 윤익빌딩 10층 

블루웹은 옐로모바일 그룹의 YSM(Yello Shopping&Media)계열사로 호스팅, IDC 코로케이션, 서버 매니지먼트, 도메인, 웹 솔루션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등을 제공하는 IT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 이후 지난 16년간의 안정적인 호스팅 구축•운영 경험과 자체 솔루션 서비스 개발 ∙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성공 파트너가 되기 위

해 24시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 종류 평가등급 기업신용등급 

㈜나이스디앤비 종합신용등급 e-5+ BB 

1. 회사 소개 

회사 개요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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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개   발 

디자인 

호스팅 고객지원 

대표이사 

경영총괄본부 

서비스 개발팀 호스팅 운영팀 

1. 회사 소개 

조직도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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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업무 

호스팅 운영팀 컨설팅, IDC 운영관리, 고객지원, 매니지드 운영 

서비스 개발팀 호스팅 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홈페이지 빌더 솔루션 개발, 프로모션 기획/수행 

경영지원팀 전략기획, 영업, 언론PR 

사업지원 영   업 

경영지원팀 



1. 회사 소개 

연혁 INFRA SERVICE co. 

2000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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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설립 

• 해법에듀 

• 대한상공회의소 

• 수원상공회의소 

• 아트박스 

• 김포시 

• 농정원 

• 옐로모바일 합류 

• 피키캐스트 

• 디브로스 

• 플레이오토 

• 중소기업유통센터 

• 수원시 

•1KM 

•NCT 

•여행박사 

•쿠차 

•굿닥 

모바일 홈페이지 ASP 솔루션 제공 계약 체결  

친환경 인증 시스템 개선사업 계약 체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온라인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 계약 체결 

모바일 지원사업 계약 체결 

모바일 쇼핑몰 및 APP 개발 계약 체결 

기업지원센터 사이트 구축 계약 체결 

EC 솔루션 유지보수 사업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1. 회사 소개 

사업분야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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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맞춤형 인프라 구축 

 서버 및 장비 위탁 관리 

 유연한 비용 정책 

 다양한 부가서비스 

 비즈니스 환경별 보안 컨설팅 제공 

코로케이션 

 24 X 7 X 365 상담 지원 

 이중화된 인프라 제공 

 다양한 부가서비스 

 비즈니스 환경별 보안 컨설팅 제공 

서버 호스팅 

 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속한 1:1 응대 및 장애대처 

 정기적 리포팅 제공 

 백업서비스 제공 

매니지먼트 



1. 회사 소개 

파트너 및 고객사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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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gazine.jungle.co.kr/designnews/daily/dir_view.asp?business_idx=9102&title=%B5%F0%BA%EA%B7%CE%BD%BA
https://twitter.com/say1km
http://www.prwide.com/tag/%EC%BF%A0%EC%B0%A8/
http://trend.jungle.co.kr/news_com.asp?business_idx=19


1. 회사 소개 

파트너 및 고객사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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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dels.or.kr/
http://www.saramin.co.kr/zf_user/bbs-tong/view/com_idx/9070/popup_yn/Y
http://suwoncci.korcham.net/
http://www.mju.ac.kr/mbs/mjukr/index.jsp


1. 회사 소개 

위치 및 연락처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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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siness@blueweb.co.kr 
월~금 : 9:00 ~ 18:00 

토~일 : 휴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0 윤익빌딩 10층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에서 직진 

>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30m 직진 



 IDC 특징 

2. 서비스 소개 

옐로모바일 통합 IDC  kt 강남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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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관리 

구  분  세  부  사  항  

전원설비 

 수전/배전/분전설비 이중화 

 3중 구성된 7x24 무정전 전원공급 발전 시설 

 고객별 전원관리가 가능한 Rack별 배선용차단기(MCCB) 

공조설비 
 하향송풍(DOWN FLOW)을 통한 Rack별 공조가능 

 상면시설 및 최적의 항온 항습 제공(항온:18℃ ~ 26℃, 항습:30% ~60%) 

보안설비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사전 등록된 고객만 출입 

 CCTV, 감지센서(체온, 진동, 파손, 운동 등)를 통한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방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천정내부, access floor하부) 및 비상경보시설 

 청정가스 소화설비(하이드로클로로풀르오로카본혼화제) 

 내부 구조물은 불연성 재료로 시공 

KIX망, global망으로 

국내외 ISP와 연동 

국내 최대 Backbone 

코넷(KORNET) 이용 

Tier 4 Level 

고가용성 인프라 



2. 서비스 소개 

옐로모바일 통합 IDC  SK브로드밴드  서초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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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 특징 

 시설 및 관리 

구  분  세  부  사  항  

전원설비 
 비상발전기 - 연료 무공급으로 30시간 이상 전력 공급 가능 

 수변전설비 - Dynamic-UPS, Static-UPS, 특고압/대용량 수전설비로 예비전력 확보 

공조설비 

 기류분석 냉각 시스템으로 최적의 항온항습 환경 제공 

 이중화 냉각탑/수배관 구성으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냉각 유지 

 층별로 구축된 공조기 환기 시스템 

보안설비 
 CCTV, 진동감지센서, 정맥인식기, 카드리더기로 출입 현황 및 고객 서버 상태 모니터링 

 KS-SS400 강철구조 케이지 설치 서비스 제공 

방재설비 

 공기흡입형 감지기 베스다(VESDA) 도입으로 화재 조기 감지 가능 

 화재 진화 시 장비보호에 효과적이고 친환경 소화약제인 NAF S-III 사용 

 누수감지 시스템 구역별 설치 

재난방지시설 

(내진 설계) 

국내 주요 IX, ISP와 

광대역 연동망 운영 

전 세계로 연결되는 

국제 자가망 보유 



 블루웹 호스팅 

2. 서비스 소개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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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팅 서비스 가이드 

합리적 가격 정책 16년의 기술력과 노하우 
다양하고 안정적인 

부가서비스 
친절∙감동 고객서비스 

365 x 24 

전문 엔지니어 상담 

구 분  서 버 호 스 팅  코 로 케 이 션  

서비스 소개 독립된 단독 서버 공간 내에 구축하는 서비스 고객 소유의 서버나 장비를 위탁, 관리 서비스 

특장점 
- 인프라 설비를 이중화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 IDC 접근 용이 

회선, 상면을 직접 선택하여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다량의 데이터와 트래픽 증가로 회선 증대를 고려하는 고객 

-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 중이나, DB 확대를 고민하는 고객 

- 웹사이트 규모 및 접속자 증가로 자체 서버를 고려하는 고객 

- 안정적인 서버 운영이 필요한 기업고객 

  (쇼핑몰, 유통업, 컨텐츠업, 게임 등) 

- 서버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고객  



2. 서비스 소개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 부가서비스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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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 혜택 안내 

네임서버 관리 서비스 
자체 네임 서버에 직접 등록∙관리 

블루웹 DNS 등록 도메인 수량 최대한 지원 

보안 서비스  
SSL보안 서버인증서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기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24x7x365 관제 

서버 ∙ 네트워크 ∙ 시스템 장애/이력 관리 

서버 취약점 점검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콜백 서비스 
고객 문의 및 요청 시 콜백 서비스로 

다이렉트 상담 연결 



2. 서비스 소개 

서버 매니지먼트(1/3)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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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먼트 서비스 특징  

 서비스 운영 방식 

IDC 365일 24시간 관리 
신속한 장애 처리,  

기술지원 범위 확대 

전문 엔지니어 1:1 관리, 

리포팅 서비스 

BLUEWEB CLIENT 

컨설팅 지원 

전문 엔지니어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주기적 
고객불만 점검 

24x365 
모니터링 

온라인 고객지원 
서비스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2. 서비스 소개 

서버 매니지먼트(2/3)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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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먼트 부가서비스 구성 

방화벽 (Firewall) 
허용되지 않은 외부침입 차단 

바이러스 방역 (Anti-virus)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를 실시간 감시하여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 

웹 방화벽 
웹 소스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공격 탐지 및 차단 

(OWASP Top 10 Attacks 탐지 및 차단) 

통합보안관제서비스 
최신 UTM 장비 이용 

기본 방화벽 제공, 외부침입 탐지/차단 관리 

VPN 
가상 인터넷 사설망 구축으로 네트워크 보안 강화 

로드밸런싱 (L4 스위치 ) 
네트워크 사용량에 맞춰 최적화된 부하 분산 서비스 

로드율 증가, 서버 다운, 속도 저하 문제 해결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전 세계 어디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 

서버 자원 체크 (NMS) 
시스템 자원(CPU, RAM, HDD) 실시간 모니터링 
서버 최적화 유지 기술지원 

CDP / Acronis 백업 서비스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별도 저장, 필요 시 원하는 시점으로 신속 복구 

보안서버인증 (SSL)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조 사이트 방지 



2. 서비스 소개 

서버 매니지먼트(3/3) INFRA SERVI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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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매니지먼트 서비스 비교표 

구분 항목 
스탠다드 

(리눅스/윈도우) 
프리미엄 
(리눅스) 

컨설팅 OS 변경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컨설팅 O O 

고객 맞춤형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컨설팅 X O 

기술지원 장애 발생 시 실시간 조치 서비스 O O 

시스템 업그레이드 제공 및 조치 O O 

보안 최신 커널∙보안 패치 업데이트 O O 

자체 방화벽 제공 O O 

웹 방화벽 제공 O O 

보안 취약점 점검 분석 X O 

시스템관리 장애 이력에 따른 보안 관리 O O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 체크 O O 

서버 자원 체크 O O 

백업 및 데이터 복구 O O 

운영 점검 리포트 제공 O O 

보안관제 보안 정책 관리 및 장애 대응  X O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X O 

침해 사고 대응 및 실시간 모니터링  X O 

보안 리포팅 서비스 보고서 제공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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