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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Package는
국내 게임의 성공적인 글로벌 게임 런칭을 지원하기 위해

3사가 모여 만든 게임 특화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인프라의 No.1  Cloud Z 

게임 컨설팅 & QA 서비스의 No.1  IGS

매니지드 서비스의 No.1  굿어스

최고의 안정성,

최대의 글로벌 커버리지,

글로벌 간 네트워크 비용 제로

최고의 게임 QA 전문가 집단 게임 전문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20개국 60여개 데이터센터의

최다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진 Cloud Z는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전용 Network을 통한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 리전 간 네트워크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게임 트래픽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줄어듭니다.

800여명 의 전문가 집단 IGS는 운영, QA, CS등 각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련된 인력과 안정적인 인프라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인프라 아웃소싱 및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어스㈜는 특히 아키텍쳐 설계, 구축, 운영 등

게임 서비스에 특화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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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Package는

어떤 고객에게 필요할까요?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런칭 준비 중에 있는

모든 게임사

01

02
게임 런칭 때마다

QA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던 게임사

03
인프라는 신경쓰지 않고 오롯이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은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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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package의 구성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 가능토록 다양한 서비스를 옵션으로 선택 가능

세분화된 게임 QA모바일 테스트글로벌 인프라 서비스

기본

옵션

1. All-in-One Package

[원격모바일 테스트센터]

신규 게임 런칭 전, 
모바일 테스트 걱정 NO!

기능 QA

게임 기능 검수

-전반적인 기능검증

-버그 등록 및 관리

기간 내 1회

필요 시점부터 최소 2주 전 요청

검수 QA

마켓 심사 검수

-IOS, AOS 마켓검수 

-마켓반려사유 처리/계정연동검증

기간 내 1회

필요 시점부터 최소 2주 전 요청

네트워크 QA

네트웍 테스트

-출시국가 네트웍 환경 구축

-환경에 따른 게임 테스트

보안 QA

게임보안 테스트    

-메모리 취약점 분석

-패킷변조, 서버/파일 취약점 분석

유지보수 QA FGT

업데이트 검수 유저테스트

-대규모 업데이트
  1,2회 기능 QA

-소프트런칭을 위한
  테스트,30명규모
  FGT 진행

CQA LQA

게임성 분석 현지화 QA

-전문인력 FGT
-한국어
  →일어,영어,중국어

-초반 게임
  진입성 분석

-영어
  →모든 언어 번역

게임서버 4대

DB서버 1대

(증설 가능)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컨설팅

(설계, 운영, 최적화)

서비스 초기 구축 및

런칭 이후 안정화 지원

글로벌 인프라 모니터링

클라우드 게임특화

매니지드 서비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테스트 가능

테스트 단말기의 별도 구매 필요 없이!

해외 출장 갈 필요 없죠? 

실시간 or 예약 테스트 가능! 

월 납입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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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Package의 특장점

01. 세분화된 최고 퀄리티의 QA 제공

- ISTQB/CSTS 등의 국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체계적인 QA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탁월한 테스팅과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

- 각 국가별 원어민 인력을 통한 언어번역, 문화, 정서 반영과 함께 언어에 따른 UI의 이탈/조정 테스트까지
   철저한 검증 서비스 제공

- 컨설팅을 통한 테스트케이스를 마련하여 체계적 QA 테스트 및 리포팅 제공

- 안드로이드, IOS의 마켓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및 글로벌 피쳐드 경험 보유

- 게임내 기능 외 결제, 보안등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QA 경험 보유

02. 게임사 전문 매니지드 서비스

- 모바일게임서비스에 최적화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배포 및 관리

-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화된 관리 서비스/기술지원

- 24X7X365 굿어스 케어센터 운영

-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03. 비용 최적화된 글로벌 인프라 제공 

- Global One-build Architecture 제공 가능

      고품질의 Public N/W과 QoS가 보장되는 Private N/W를 제공 

       60여개의 DataCenter를 통해 완벽한 글로벌 커버리지 제공

- 서비스 규모에 따라 유연한 글로벌 통합/분리 구성

- Cloud방식의 물리 서버 제공으로 QoS가 보장되는 컴퓨팅 성능 제공

- Global CDN까지 제공하여 Total 글로벌 인프라 제공  

필요한 인프라부터 QA까지 월납으로

비용 부담없는 글로벌 서비스런칭 제공!

1. All-in-On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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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런칭 단계별 제공 패키지

게임 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 글로벌 서비스 형 인프라 컨설팅

· 서비스 초기 구축 및 안정화

· 게임특화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

1

Alpha Type

· 내부 필드 테스트 지원

품질 검증(QA)

품질검증

· 기능QA · CQA [Contents QA]
  (밸런싱, FunQA, UI/UX)

· 호환성QA · 보안QA

모바일 테스트

· mTworks 툴을 통한 기능 검수

2

인프라 구축

· 실서비스용 인프라 설계/구축

서비스 셋팅

커뮤니티 운영

· 공식홈페이지 기획

· 운영 정책 수립

· 홈페이지 구성 방안 협의
   (콘텐츠 외)

· 홈페이지 운영 제안

· 이용가이드, FAQ 

서비스 운영

· 고객센터 구축 · 콘텐츠 분석

· 플레이테스트 · 운영툴 SB작성 및 제안

3

모바일 테스트

· mTworks 툴을 통한 기능 검수

인프라 검수

· 서비스 오픈을 위한 최종
  테스트 및 검수

품질 검증(QA)

품질검증

· 기능QA

· 성능 QA

· 마켓 검수

사전등록

커뮤니티 운영

· 커뮤니티 활성화

· 콘텐츠 생산

서비스 운영

· 이벤트 기획 및 제안

· 서비스 정책 협의

· 운영툴 셋팅 및 교육

· 장애 대응 프로세스 수립

· 핫라인 개설

CBT

CBT 진행

· CS 응대

· VOC 수집

· 플레이테스트

· 24시간 모니터링

CBT 결과 분석

· 커뮤니티 현황 분석

· VOC 분석

· 버그리포트 작성

4

5

서비스 안정화 지원

· 런칭 초기 집중 모니터링

· 트래픽 실시간 감시 및 인프라 증설/최적화

신규 런칭

고객응대

· 웹상담 (1:1문의)

· 전화상담

· 이메일상담(개발자메일)

· 스토어 리뷰 응대

· VOC 취합

· 버그리포트 작성 

커뮤니티

· 콘텐츠 생산 및 분석 · VOC 취합

· 커뮤니티 응대 · 이벤트 제안

모니터링

· 365일 24시간 (커뮤니티, 게임접속 외)

품질검증

· 유지보수QA  (업데이트, 점검 외)

6

1. All-in-On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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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Contents Total 서비스 전문기업 IGS
2000년 넷마블 포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0종 이상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고객사 Needs에 맞게 제공

2. 게임 QA & 컨설팅 서비스

· 모바일, PC 온라인 전 장르 QA 경험 보유

  모바일 100여종 / PC 온라인80 여종

· 모바일 Device(400대 보유), 국내 95% 커버

*ISTQB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 Board)

*CSTS(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 콘텐츠/유형별 맞춤 전문 상담인력 보유

  이슈 발생에도 95%이상 응대 율 유지

· 고객 성향, 상황 별 응대 스크립트 보유

  웹 상담 : 200여종 / 전화 상담 : 300여종

*CS관련 자격증 : CS리더스관리사 / 클레임관리사 / 콜센터 QA 관리사 등

직원수 800명

운영 / CS 400명

QA 200명

번역 QA 100명

사업/개발/지원 100명

*본사 / IGS&C / IGS CN / 대구지사

· 2017년 KSQI* 최우수 기업 선정 (한국능률협회 주관)

· 201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 비즈니스 혁신상 수상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주관)

· 2013년 KSQI* 최우수 기업 선정 (한국능률협회 주관)

· 2007년 NCSI* 고객만족도 1위 (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 : CS품질 지수 조사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운영 /  CS

매니저급 인력 전원

CS관련 자격증 보유

QA관련 자격증

ISTQB / CSTS

50명 이상 보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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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IGS QA 서비스 제공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꼭 필요한 상품만을 설계하여 최소비용, 최대효율을 제공

기능 QA

· 전반적인 성능 테스트

· 리스크 해결방안 피드백

· 구조적 계산 로직 검증

· 데이터 설정 체크

밸런싱 QA

· 사용성 밸런싱 

· 콘텐츠 밸런싱 

· 시스템 밸런싱 

· 진입장벽, 이탈 지점 확인

Business QA

· 마켓 별 심사정책 검증

· 반려사유 처리

· 계정연동 계정상태 검증

· BM 검증

호환성 QA

· 기종/OS별 구동테스트

· 네트워크 환경 검수

· 모바일 기기 370대 보유

   (국내 유저 95% 커버)

로컬라이징 QA

· 번역 / 오탈자 검수

· 언어팩/언어시스템 검증

· 금지언어 사용여부 확인

· 의미 전달 향상

SDK QA

· 스마트폰 시스템 코드로그 분석 테스트

· 신호의 발생 및 외부 네트워크 연동
  여부 테스트

· 내부 동작성 신호의 검증 테스트

    #. 화이트 박스 테스트(White-box Testing) 진행

    화이트 박스 테스트 : 응용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와     

    동작을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식

성능 QA

· 성능 한계치 측정

· 최대 동시 접속자 측정

· 서버 안정성 측정

· 서버 응답속도 측정

보안QA

· 파일 변조 가능성 검증

· 해킹 툴 모의해킹 시도

· 암호화 상태 진단

유지보수 QA

· 신규 콘텐츠 추가

· 서버 증설

· 사용가능 제품 확장

· 국내/외 사업영역 확대

2. 게임 QA &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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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loud Z 서비스

Cloud Z 서비스 차별화 전략

Global Network

전세계 60개 데이터센터 사용

중국현지 Cloud 이용 가능

Global One-build Arch. 구현

비용 최적화

Global Private Network

무제한 제공(IBM Cloud)

APEC 최저 수준의 인프라 가격

BareMetal Server
(IBM Cloud)

고성능 hybrid Cloud 환경 제공

고객의 높은 Controllability 가능

GPU를 통한 강력한 그래픽 처리

게임사 핵심 오퍼링

주로 사용하는 게임

인프라에 대해 최고의 퀄리티 제공

Localized Service

한글포털 Global Cloud 제공

국내에서 운영되는 Tech Center

한국어 포털을 통한 손쉬운 접근

원화 빌링 서비스

ICP 획득 지원(AliCloud)

PaaS &
AI(인공지능)

PaaS를 통한 Serverless 서비스로

비즈니스 민첩성 구현,

IBM Watson기반 AI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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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loud Z 서비스 특장점

1.  판교 데이터센터
글로벌 최고수준의 판교 Cloud DataCenter를 통해 IBM Cloud의 표준화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IBM의 60개 Global DataCenter와 연결

높은 신뢰성 안정성최신 기술 도입

· Global Standard

   - Uptime :  Tier III 수준

   - TIA-942 :  Tier 3 수준

· Domestic Guideline

   - 금감위 / 방통위 기준 준수

· 5단계 보안 체계

· 신규 기술 적용

   - 고효율 모듈형 UPS 적용

· Green 기술 적용

   - 기화식 가습기,

      지열 히트 펌프, 태양광

· 지진 규모 7.0 대응 내진 설계

· 국가 기간망급 154kV 수전 적용

· 핵심 설비 N+1 또는 2N 구성

· 24Hr 연료 공급 가능한

   비상 발전기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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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loud Z 서비스 특장점

2.  최대 글로벌 커버리지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60여개 데이터 센터 연계를 통해 최대 커버리지를 자랑하며 통합 빌링이 가능

● Cloud Center(Alicloud)

● Cloud Center(IBM Cloud)

● Network 연계 거점

기존
Global 인프라 한계

· 필요 지역 Global 인프라 부재로 인한

  글로벌 전략 차질 

· 물리서버 필요 시 고비용 발생

· 글로벌간 연동 시 예측 불가능한 네트웍

   비용 폭탄 위험

· 센터간 불균일한 네트웍 품질,

   통합 아키텍쳐 구성 어려움

· 중국向 서비스를 위한 품질 보장 방안 없음

Cloud Z 
글로벌 인프라 혁신 Value

· 60개의 노드 제공, 최다 글로벌 커버리지 

· 시간별, 월별 사용 가능한 Cloud방식

  물리서버(베어메탈) 제공

· 글로벌 센터간 네트웍 트래픽 무제한 제공

· 대용량 전용 사설망 제공, 글로벌

  네트웍 QoS 보장

· AliCloud를 통한 중국 서비스 및

  ICP라이선스 획득 지원

판교 Cloud 센터
Tokyo

Seattle

San Jose

Los Angeles

Denver

Chicago

Toronto

Montreal

New York

Washington DC

Brazil

Atlanta

Miami
Dallas

Houston

Mexico

Beijing
Shanghai
Quingdao

Hangzhou
Shenzhen

London
Amsterdam

Frankfurt

Milan
Paris

Hong Kong
India

Singapore

Perth
Sydney

Melbourne

판교
Cloud
센터

Hybrid Cloud

SK Cloud Center

IBM Cloud

판교 센터 內 Hybrid Cloud 구성

NW 비용 무료, Low Latency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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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loud Z 서비스 특장점

3.  Localized Service
검증된 파트너사를 통한 게임사에 특화된 전담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Cloud Portal

한국어로 구성된 SK Cloud Z 서비스 포탈

을 통해 IBM Cloud, AliCloud 서비스 신청, 

자원 관리, 과금 등 Self-Service 제공

고객 문의사항은 24*7*365 운영되는

SK Tech Center를 통해 IBM IBM Cloud 및 

AliCloud 기술 지원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원

Te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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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loud Z 서비스 특장점

4.  CDN Services Portfolio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규모/유형의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4종류의 CDN 서비스 제공

고객의 고민

Cloud Z CDN제공 Value

A사의 Cloud CDN처럼 일부 지역만이 아닌  글로벌 어느 지역이라도 품질 보장 필요!

글로벌 서비스이지만 전담 기술인력을 통한 솔루션 Level의 지원이 필요!

대용량 서비스 오픈으로 수백 Gbps의 대역폭과 품질 보장 필요!

스포츠, 이벤트 등 대형 Live 서비스 제공 가능한 인프라 필요!

중국현지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서비스 품질 보장 필요!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한 컨설팅 필요!

계약 / 약정 필요 없는 간편한 CDN필요!

시작 초기의 글로벌 대상 서비스

전문화된 Global CDN 서비스 제공

· 100+ 도시와 200+ 네트워크 보유 

·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전담 기술 지원 

· Global 기업, 대용량 Global 서비스 

AliCloud 기반  CHINA CDN 제공

· 최대 노드 보유 및 중국 3대 ISP 연동

· 비경영성 ICP 대행, 경영성 ICP 컨설팅

· 중국 내 서비스가 필요한 전 분야 서비스

SK브로드밴드 기반 Domestic CDN 제공 

· 3대 ISP에 수백 Gbps CDN Farm 보유

· 약 150Gbps 이상 규모 즉시 제공

· 대용량 트래픽 서비스, 게임, Live, 미디어

Cloud Global CDN 제공

· Akamai 기반 글로벌 Cloud CDN 제공

· 별도 계약 없이 Cloud 포털 에서 즉시 사용

· SMB, 스타트업, 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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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특화 MSP 서비스
다년간의 시스템 운영 Know-how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전문가와 전문 운영 요원이

게임사의 특성에 최적화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

•클라우드 전담 엔지니어를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설계

•PoC를 통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성 지원

•자원 생성 및 최적의 환경 설정 지원

•24 X 7 X 365 굿어스 케어센터 운영

•인프라 관리 및 운영지원(CloudZ 포탈 운영 지원) 

    /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 알림 서비스(이메일, 전화, SMS)

    / 정기 & 비정기 리포팅 

•보안 및 DB 기술 지원

•비용 모니터링 및 분석 

•아키텍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 제거

•새로운 서비스 및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 제안

    (비용 최적화)

4. 게임특화 매니지드 서비스

Technical Support & Monitoring2

Cloud Design Service1

Cost Optimiz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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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를 위한

All–in-One Package Service 

[All-in-One Package 관련 문의]

| 올인원 패키지 관련 문의 |

      02-6400-2222 / cloudz@sk.com

| 올인원 패키지 소개 페이지 |

      https://www.cloudz.co.kr/service/allinonepack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