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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Service

NAVER - NBP -NAVER CLOUD PLATFORM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네이버와 계열사들의 IT 인프라를 지원하는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수많은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hy NAVER CLOUD PLATFORM?

국내 최대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안정적인 인프라

성공적인 해외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분야별 전문 기술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

정전과 지진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지어진
자체 데이터 센터, 3번 백업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술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거점에 글로벌 리전을 구축해
전 세계를 한 바퀴 두르는 글로벌 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세계인이
사용하고 있는 LINE을 통해 그 안정성이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술진으로 구성된
고객 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합니다.
작은 궁금함이나 불편함이더라도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국내외 엄격한 기준의 인증으로
검증된 클라우드

네이버를 지키는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력

사용이 쉬운 콘솔과
친절한 도움말

국내 최초 CSA STAR Gold 인증을 획득해
클라우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고,
CSAP IaaS·SaaS 인증 취득으로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췄습니다.

단 1초 동안에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20년 가까이 안전하게 지켜낸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술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된 관리 도구를 웹으로
제공합니다. 상세한 사용 가이드를
통해 어려움 없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보세요.

CSA STAR
Cloud Security

REFERENCE

PRODUCTS & SERVICES
Security &
Compliance
•

· CSA STAR Gold 등급 획득
· ISMS 보안 인증
· CSAP IaaS, SaaS 인증
· 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

Business Application

Marketplace

IoT, AI Service | Application Service | Open API
Database | Media | Analytics | Dev Tools | Game

· 취약점 점검 / 암호화
· 데이터 및 서비스 보호

Compute | Storage | Networking

Monitoring &
Management
•
· 서비스 품질 측정 및 분석
· 성능 모니터링
· 서비스 모니터링
· 플랫폼 모니터링
· 인프라 모니터링
· 계정 권한 관리

Global Region · 대한민국 / 싱가포르 / 미국 / 홍콩 / 일본 / 독일
Hybrid & Private Cloud

Support · Biz / Partner / Tech / Customer / Marketing

GLOBAL REGION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해외 주요 거점에 글로벌 리전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객의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곳에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글로벌 리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COVERAGE AREA ]
미국 서부 리전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싱가포르 리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콩 리전 | 홍콩, 대만, 마카오, 베트남, 필리핀 등
일본 리전 | 일본
독일 리전 | 유럽 21개국, 아프리카, 중동 등

는 24시간 고객과 함께합니다.
고객 지원 센터

080.822.6675
영업문의 클라우드영업팀
cloud@ring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