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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OAST Cloud 란?

인프라 구축 / 운영은?

장애 대응은 어떻게?

서버 확장은 어떻게?

개발시간 단축?

서버 개발 어떻게?

반복 작업 최소화?



SimpleComplex

서비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플랫폼 입니다.

01  TOAST Cloud 란?



02  TOAST Cloud 상품

Instance                                

상품 내용

클라우드 서버 자원(CPU, Memory, Disk, Network)을 제공 하는 서비스

Load balancer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Instance에 분산하는 서비스

OS Image 표준화된 OS Image 제공

Key pair 패스워드 없이 암호화 키로 Instance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Public IP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Public IP를 제공

Security Groups Instance별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하는 서비스

Volume

Object Storage 대용량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고 가용성 스토리지 서비스

Monitoring

Instance별 연결 가능한 스토리지 제공

Instance별 서버 자원 및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image

CDN 콘텐츠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해 전달하는 서비스

이미지를 저장,편집,전송하는 서비스

대규모의 서비스 노하우와 오픈 소스 기술이 융화된 국내 최고의 Public  Cloud 제공 합니다.



03  TOAST Cloud 상품

App Guard

Security Check

Mal-URL Detector

OTP

IAP

Launching

Mobile Test

Address Search

Push

SMS

Email

Captcha

CS&BBS

Deploy

애플리케이션 코드 조작을 방지하고 어뷰징을 탐지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검수하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

OTP 인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문자/음성 형태의 Captcha를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간 대량 푸시 발송 서비스

대량 이메일 발송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서비스

단일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마켓의 인앱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도로 명 주소 및 지번 주소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CS 콘텐트(공지사항,FAQ,1:1문의)를 관리하는 서비스

Watch dog

서버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의 배포 및 설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웹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감지, 전파, 관리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방식의 모바일 단말기 대여 서비스

간편한 SMS/LMS/MMS 발송 서비스

Security Monitoring
IDS/SIEM 패턴 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상품 내용

ROLE

API Gateway

각종 자원에 대해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외부에 배포되는 API에 대한 인증, 권한 제어, 미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Log & Crash Search

App analytics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로그를 수집하고 검색하는 서비스

실시간 지표 분석 및 성과 기반 마케팅이 가능한 모바일 앱분석 서비스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 합니다.



2개월 단위 2~3개의 신규 플랫폼을 출시 중 입니다.

2014 20162015 2017

11 Infrastructure 
11 App Analytics
11 Log&Crash Search
11 Launching
11 IAP

05 AppGuard
05 Mobile Test
05 Address Search
05 Image

07 Security Check

11 Email

12 Real Time Multiplayer
12 Push
12 Watch Dog

01 SMS

05 Captcha
05 OTP
05 Corporation Search
05 API Gateway
05 Role

07 Mal-URL Detector
07 Deploy
07 Spell Checker

09 Security Monitoring

11 DNS+
11 CS&BBS

01 Mobile Device Info
01 Smart Downloader

03 Maps
03 Gamebase

04 Alimtalk

06 Managed
06 NAS

08 U2 instance
08 i2 instance

04  TOAST Cloud 출시 일정



05 TOAST Cloud Release Cycle

Spec 

Inspection

• Assign work

Spec 

Review

• BTS & Wiki

Coding &

Unit-test

• BTS  number 

branch

Code 

Review

• Git code review

Commit

•QA

4 Weeks Cycle



Open Stack Shared Services

Paas Framework

인증/권한
모듈

모니터링/미터링
모듈

Monitoring/Metering

Front-end

Back-end

Applications

Enable/ Disable

API call with  AppKey

06 TOAST Cloud 구성



07  TOAST Clou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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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53개 ,  프로젝트 4,835개 ( 2017년 8월 기준)



사례발표



Cloud Game Platform 
기반게임서비스



한국에서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
누적 다운로드 : 2,000만 , MAU : 120 만

08  크루세이더 퀘스트

· TOP#10 Sales in 15 Country(iOS)
· TOP#10 Sales in 9 Country(AOS)

China
iOS D/L : 3.4 M

South Korea
iOS D/L : 0.7 M
AOS D/L : 3.4 M

JAPAN
iOS D/L : 0.4 M
AOS D/L : 0.2 M

United States
iOS D/L : 1.1 M
AOS D/L : 2.6 M

Taiwan
iOS D/L : 0.5 M
AOS D/L : 2.0 M

Thailand
iOS D/L : 0.3 M
AOS D/L : 0.5 M



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 가능

09  국내 <-> 해외 네트워크 속도

동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 50ms 

동남아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50~100ms

호주, 인도 100 ~ 200 ms

북미 100 ~ 200 ms

유럽, 남미, 러시아 200 ~ 300 ms

WiFi 3G LTE

평균 Latency1) 10 ms1) (50ms3)) 100 ms 40 ms

평균 Bandwidth 22 Mbps2) 4 Mbps3) 30+ Mbps3)



게임 서비스 필수 플랫폼 제공
인증 , 결제 , 운영 도구 등을 통합 SDK로 제공

10  GameBase

인증

결제

다국어 Push
그룹 및 예약 발송

타겟Push -국가,이용자

Push 통계및모니터링

실시간 대시보드 - 동접,DAU,NRU
이용자 환경 - OS,국가, app버전

상세 동접 - OS, 국가

서비스운영

게임 점검 및 긴급 공지
앱 업데이트 관리
처벌 관리
이용자 이력 조회

통합 SDK 로
쉽고 빠른 적용!

· 다양한 IDP 인증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 ( IDP 지속 확대 예정)

· 다양한 마켓에서의 인앱 결제 제공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다국어 Push 제공

· 통계 , 모니터링 , 점검 , 회원 관리 기능 제공



게임 실행 시 게임 리소스를 멀티스레드로 다운로드
10~40% 다운로드 속도 개선

11  Smart Downloader

· 느린 네트웍 환경에서도 빠른 게임 설치 / 업데이트 가능
· 코드 수정 없이 갱신된 파일만 선택 업데이트 가능

·  압축 및 CDN 업로드 까지 간편한 One-Stop 작업 지원

·  다운로드 통계 대시보드 제공

Admin
Brower

다운로드 통계조회

❶ 데이터 압축 및
메타 파일 생성

❷ CDN 업로드

게임 빌드
업로드

❹

멀티 스레드
리소스 다운로드

❸



글로벌 환경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

12  Network Insight

· 클라이언트 에서 서버 까지 latency를 국가별로 표시
· 서버를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지 결정



전세계의 다양한 단말기들을 쉽게 연결하여
테스트 지원하는 서비스

13  Mobile Test

·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하여 사용 가능

· 실시간 단말 조작 및 단말 정보 확인 가능

· 해외 네트웍망 모사 및 분석 지원



결제를 쉽게 지원하는
통합 인앱 결제 서비스

· 다양한 마켓의 인앱 결제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
· 강력한 결제 보안 기능 제공
· Console을 통한 실시간 결제 내역 조회 가능

14  IAP

Admin Brower

Game Client (IAP SDK)

지원 마켓
·  APPLE Store
· Android Store
·  T-store

❶ 앱 실행

❹ 결제 확인

❸ 결제 검증❷ 결제 완료 및
검증요청❺ 아이템 지급

IAP ServerGame Server

❻ 결제 내역 조회



코드 조작 방지 및 루팅 등을 방지하여
앱을 보호 하는 서비스

15  App Guard

· 휴리스틱 탐지 및 시스템 제재 기능 제공

· 코드 조작 방지 , 디컴파일 방지

· 파일 무결성 체크 , 루팅 및 탈옥 탐지 , 행위기반 탐지



Cloud Commerce Platform 
기반쇼핑서비스



쇼핑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핑크다이어리 (누적 다운로드 : 약 450만 , MAU 130만) , 핑다몰 (MAU : 20 만 )

16  핑다몰



17  Shopping Platform Function Map



18  SW Architecture

NHN
Commerce
Platform

Presentation Layer

Interface Layer

Business Layer

Infra LayerDBMS
(MySql)

WAS
Web

Server

* 고객 Legacy 영역

* NCP 영역

Commerce Common
(JAVA)

고객사 개발(JAVA, .NET, PHP, …)

운영(Event, Promotion)

전시(Design)관리

Web UI
(개발언어 독립)

API 

고객사
ERP
EIS  

SCM

TOAST

Component

 TCD(deploy)

 Photo Infra

 TOAST Push

NHN Search

 Ace Counter

 TA(Analytics)

TOAST Cloud



저장,편집,전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19  Image

· 썸네일 기능 제공

· CDN을 통해서 이미지 호스팅



도로명 및 지번 주소를 편리하게 검색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0  Address Search

· 도로명 주소 , 지번주소, 건물명을 한꺼번에 검색

· 지역이나 검색 형태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음.

· 도로명 주소 DB를 직접 구축 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음.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