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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s
저희 인터넷토마토는 대자연의 완전식품(完全食品)으로 일컬어지는 토마토처럼
고객이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aim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the most satisfying service like
tomatoes, which are referred to as Mother Nature's Complete Foods.

Stable Service
인터넷토마토는 기업 고객 서비스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한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IT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설계하고 운영하
고 있습니다.
We have accumulated experience and know-how from 2005 to the present with
regard to corporate customer service. We continue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design and operate our customers' IT services more reliably and robustly.

Reliable Quality
인터넷토마토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세밀한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로 단위 시간별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축
에 있어서도 기 검증된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구축 및 안정
화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구축 성공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We carry out continuous quality control by unit time
with detailed process and checklist for service quality
management. We also build and stabilize our services
based on our proven processes and checklists. We also
have a variety of successful cases.

Economical Budget
인터넷토마토는 고객사와 함께 성공해 나가는 장기적인 동반자 전략을 최
우선으로 추구합니다. 고객사의 예산을 효율화하고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고객사의 예산과 서비스 성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설
계하여 제안해 드립니다.
We pursue a long-term partnering strategy that is successful with our clients.
We will work together to streamline and minimize your budgets, and we will
design and propose services that best suit your budget and servic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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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Domain

IDC(Internet Data Center) Hosting

Hardware Development / Maintenance

- Co-Location Service
- VM Hosting, Server Hosting Service
- Private Cloud Hosting Service

- Hardware System Dev. Consulting
- H/W System Maintenance
- Security & Monitoring System

Web Solution Development
CDN(Content Delivery Network) Service

- Web, Mobile Advertising Solution Dev.
- Video Streaming AD Solution Dev.
- Web Solution Dev, Maintenance

- File Cache Service (Static / Dynamic)
- Game Download CDN Servicd
- Video Streaming CD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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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
인터넷토마토의 조직 구성은 IT 기술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팀은 서비스 단위로 협업 TF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 기반의 조직 구성은 고객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검증된 최신의 기술을 빠르게
업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our company is based on the IT technology category, and each team organizes collaborative TF as a service unit.
These technologies and service-based organizational structure are designed to help improve the stability of service quality provided to customers and
to ensure that the latest proven technology is quickly introduced to our service, and we are positioning to produce the best quality service as our top
priority.

CEO
Company Name
Research Institute
- Network/Server Tech.
- AD Targeting Tech.

Research
Institute

CEO
Established

㈜인터넷토마토 / Internet Tomato Corp.
김 상 권 / Kim, Sang Kwon

www.emato.net

Contact Us

Te. 82-2-585-3165 Fax. 82-2-585-3166

E-Mail

CEO

19 May, 2005

Homepage

Address

- Executive Management
- Financial management
- Risk management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6, 서림빌딩 2층
Seorim B/D 2F,16, Seocho-daero 48-gil, Seocho-gu, Seoul

biz@emato.net
Service Planning Team

System Team
- N/W, Server Infra Dev.
- H/W Dev. & MNT
- Maintenance Service

Development Team

System
Team

Dev.
Team

- Online/mobile AD Solution
- Server, Network Solution

Service
Planning
Team

- Consulting & Planning
- Customer Reporting
- Servic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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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ajor History

2018
2017
CJ디지털뮤직 통합광고솔루션 구축
웹커뮤니티 호스팅 서비스 시작
자체 CDN 솔루션 2차 고도화 구축·운영

2015
엠클라우드에이피 광고솔루션 1차 고도화 구축·운영
국방부 K사업 **부문 1차 고도화 구축·운영
자체 CDN 솔루션 1차 고도화 구축·운영

2011
퓨센스애드 동영상광고솔루션 구축 ·운영
행복아이씨티 호스팅 서비스 시작
자체 CDN 솔루션 구축·운영
오버추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마이크로사이트 운영

2007
웹브라이트 호스팅 서비스 시작
엠넷미디어 뉴스 부문 개발
블로그 전용 광고솔루션 구축 ·운영
IBT·CBT 시스템 프로토 타입 구축
리얼클릭 호스팅 서비스 시작

크로스미디어 동영상 광고솔루션 구축·호스팅
한국미디어네트워크 CDN서비스
썸에이지 호스팅 서비스
스마트게임즈 호스팅 서비스

2016
엠클라우드에이피 광고솔루션 2차 고도화 구축·운영
팡스카이 광고솔루션 구축·운영
팡스카이 호스팅 서비스 시작
국방부 K사업 ** 부문 유지운영

2013
퓨센스애드 동영상광고솔루션 1차 고도화 구축 ·운영
국방부 K사업 ** 부문 구축
국방부 D사업 ** 부문 구축
엠클라우드에이피 광고솔루션 구축·운영

2009
서울대 i-TEPS 시험 시스템 구축
대한상공회의소 IBT·CBT 시스템 구축
오버추어코리아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운영
오버추어코리아 마이크로페이지 리뉴얼 구축·운영

2005
인터넷토마토 설립
기업고객전용 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시작
스포츠조선 호스팅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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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Hosting Service

인터넷토마토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내 최고의 IDC(Internet Data Center)인 SK브로드밴드 IDC센터에 입주하여
B2B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품질이 검증된 네트워크 환경,
안정적인 전원공급 관리, 최적의 항온 및 항습 관리, 안전 소방 관리, 보안관리 등의 수준 높은 서비스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We are located in SK Broadband IDC Center, which is the best IDC (Internet Data Center) in Korea with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provides B2B hosting services. Through this, you can experience the high quality service environment provided by SK
Broadband, such as proven network environment, stable power supply management,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afety fire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etc. Based on this, Can be provided.

IDC(Internet Data Center) Hosting
- Co-Location Service
- VM Hosting, Server Hosting Service
- Private Cloud Hosting Service

Hosting Service

Hosting Service

Hosting Service

Co-Location

VM / Server Hosting

Private Cloud Service

코로케이션은 장비는 고객사의 장비들을
이용하고 공간과 회선만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VM 호스팅은 CPU/RAM/Disk 계약 용량에
따라 과금하며, 서버 호스팅은 계약 서버
사양에 따라 과금합니다.

B2B 고객 전용으로 클라우드 Pool을
할당하고, 고객사에서 자유롭게 자원
할당을 조정하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Co-location is a service that uses
equipment from customers and leases
space and lines only.

VM hosting charges based on CPU / RAM
/ Disk contract capacity, and server
hosting charges according to contract
server specifications.

OK

OK

It’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allocate
cloud pools for B2B customers, adjust
resource allocation freely, and use
them.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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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Service
CDN(Content Delivery Network,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서비스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저희 인터넷토마토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자체적
으로 CDN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매체사와 게임사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
습니다. 저희 CDN을 사용하시면 높은 사용성과 효율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service is a system that stores and provides data to a network with multiple nodes in order to
deliver contents efficiently. We built CDN service by using open source . We provide high quality service through numerous
media companies and game companies. With our CDN, you can deliver content to users with high usability and efficiency.

분야

적용 필요한 서비스

게임

대용량 게임설치 및 패치파일 다운로드

e러닝

동영상 온라인 강의

포탈

동영상(뉴스, UCC 등)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방송

실시간 중계방송, 방송프로그램 VOD 서비스

음원사업

실시간 음악듣기

쇼핑몰

CDN(Content Delivery Network) Service
- File Cache Service (Static / Dynamic)
- Game Download CDN Servicd
- Video Streaming CDN Service

이미지 캐싱, 동영상 상품소개

공공단체

전자정보, e행정

일반기업

화상회의, 사내포탈, 멀티미디어 사내교육

CDN Service

CDN Service

CDN Service

File Cache (Static/Dynamic)

Game Download

Video Streaming

image, CSS 등의 정적 파일과 동적
파일의 캐싱이 가능하여, 서비스 속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임 다운로드, 업데이트 등의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동영상 서비스 스트리밍도 CDN을
이용하면 빠르고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Caching of static and dynamic files, such
as image and CSS, can provide fast and
reliable service speed.

You can provide file download services
such as game downloads and updates very
quickly and reliably.

High-capacity video streaming service can
also be streamed quickly and reliably
using CDN.

O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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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Service
인터넷토마토는 델EMC와 레노버의 Official Partner 입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IT 비즈니스 분석을 통해,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해 드립니다. 고객사에 관련 담당자가 부재하더라도 이런 컨설팅
을 통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으며, 보안 및 관제 서비스 등과 관련하
여서도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e are the Official Partner of Dell EMC and Lenovo. Through our customer's IT business analysis, we propose the best
hardware and network configuration for your company. Even if you do not have a relevant person in charge, you can build
a most suitable and efficient server and network environment through this consulting, and you can get enough
consultation about security and control service.

Hardware Dev. Maintenance
- Hardware System Dev. Consulting
- H/W System Maintenance
- Security & Monitoring System

Hardware Service

Hardware Service

Hardware Service

H/W Dev. Consulting

H/W Maintenance

Security & Monitoring

고객사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분석, 컨설팅 및 구축을
수행합니다.

고객사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사에 방화벽 및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모니터링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We analyze, consult and build your
hardware and network equipment.

We perform maintenance work on
customer's hardware and network
equipment.

We provide firewall and security
related solutions to customers and
provide monitoring control services.

O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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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lutions
인터넷토마토의 개발팀은 유저 타게팅의 처리, 높은 세션의 처리, 대량 데이터의 처리 및 서버의 운용에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추어코리아, 퓨센스
애드, 엠클라우드에이피, CJ디지털뮤직, 크로스미디어 등의 광고 관련 유수의 업체들과 함께 협업하여 광고솔루션을 구축하고 유지 운영을 수행한 오랜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의 구축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솔루션, 웹솔루션은 물론 IBT(Internet Based
Test) / CBT(Computer Based Test) 솔루션의 구축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Our development team has a deep understanding of user targeting, high session processing, processing of mass data, and server operation. We have a long experience and
know-how in building and maintaining advertising solutions by collaborating with leading advertising companies such as Overture Korea, FucenseAD, MKlaudAP, CJ Digital
Music and Cross Media. We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network construction and monitoring. We have experience in building advertising solutions, web solutions, and
Internet Based Test (CBT) / CBT (Computer Based Test) solutions.

Web Solution Development
- Web, Mobile Advertising Solution Dev.
- Video Streaming AD Solution Dev.
- Web Solution Dev, Maintenance

<Media where solutions were applied via Mklau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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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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