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센트 클라우드만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하세요!

전세계 27개 리전, 61개 가용 인프라 , 1800+ CDN 노드 보유

×

www.tencentcloud.co.kr   |   tencentcloud@mz.co.kr   |   1644-2243



Tencent Cloud Global Coverage

Tencent Cloud Introduction

CDN 노드
1800 +

전 세계 리전 (한국 포함)
27

가용인프라
61

인증서
70

Tencent Cloud Advantage

텐센트 네트워크는 
대규모 텐센트 유저들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비즈니스별 커스터마이징이 최적화된 
솔루션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획득하세요.

5대륙을 커버하는 리전과 중국&30개 
이상 국가의 1800+ CDN노드를 활용해 
전세계 모든 주요 시장을 커버하세요.

소셜미디어, 모바일결제, 온라인 영상 
송출, 게임, 음악 등 

텐센트 인프라를 활용하세요.

강력한 네트워크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글로벌 커버리지 텐센트 인프라 활용



Tencent Cloud Product & Industry

Industry Package  Solution

Tencent Cloud Product

Developer ToolsSecurity

ServerlessDatabase TencentDB Networking

CDN & AccelerationStorageCompute

Global Application
 Acceleration Platform 글로벌 사용자의 랙 현상과 높은 지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가속 솔루션

Game Multimedia Engine 게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게임 음성 솔루션

Game Server Engine 안정성을 갖춘 고성능 게임 전용 서버 호스팅 서비스 

Anti-DDoS Advanced 대용량 트래픽의 DDoS 공격 방어 서비스 

Mobile Tencent Protect 모바일 게임의 범용 핵 프로그램 차단 등 전반적인 게임 보안 솔루션

Game 
Solution

Tencent Real-Time 
Communication

1분만에 Demo 실행하고, 30분만에 음성 및 영상 통화가 가능한 
그룹 음성 / 영상 통화 솔루션 

Video on Demand End to End 원스톱 VOD 솔루션

Live Video Broadcasting 전문적인 라이브 방송 푸시 스트리밍, 트랜스 코딩, 배포 및 재생 서비스

Media Processing Service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특화된
클라우드 트랜스 코딩과 오디오 프로세싱 서비스

Instant Messaging
억대 사용자를 이어주는 통신기술이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메세징 서비스

Video 
Solution



Tencent Cloud Case Study

Tencent Cloud & Megazone Cloud 성공 프로젝트 사례

카트라이더라는 인기 IP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대규모 사용자 접속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과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였습니다.

게임에 특화된 DB인 Tcaplus를 PaaS 형태로 적용함으로써 최대의 성능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용량의 방어 능력을 갖춘 Anti-DDoS 제품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텐센트 클라우드의 보이스 채팅 제품을 사용하여 전세계 유저들에게 고음질의 실시간 소통의 재미를 
제공하였습니다.

Kartrider Rush+

텐센트 클라우드의 가속 서비스와 메가존 클라우드의 구축 설계 및 빠른 기술 문의 대처로 
손쉽게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전 및 개선하였습니다.

“건쉽배틀 : 토탈워페어”는 글로벌 1억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한 자사의 인기 IP, ‘건쉽배틀’을 기반을 
제작되어, 2018년 12월 12일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육해공 유닛을 조합, 운영하는 방대한 
스케일의 전략 전투를 제공하는 실시간 전쟁 게임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실존하는 전투 유닛들의 기능과 외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Gunship Battle 
Total Warfare 

메가존 클라우드의 빠른 대응을 바탕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안정적인 텐센트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콘트라 : 리턴즈”는 90년대 전자오락실을 풍미했던 액션 게임 ‘콘트라’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아케이드
액션 게임으로,  카카오게임즈 에서 2019년 4월 25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화려한 총기 액션의 정통 아케이드 액션 게임으로, 90년대 게임을 그리워하는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ContraReturns

Tencent Cloud 성공 프로젝트 사례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1,000여 개의 서버를 빠르게 처리해 PUBG Mobile이 급성장하고 
글로벌 No.1이 될 수 있었습니다.

“PUBG Mobile”은 텐센트와 PUBG Corp.가 공동 출시한 정식 버전의 PUBG 모바일 게임으로, 글로벌 오픈베타 일주일 
만에 105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바일 게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8개월간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2억 건을 초과하고, 
글로벌 1일 실사용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수치)

PUBG Mobile 

텐센트 클라우드가 있어서 우리는 클래시로얄의 중국 유저들이 글로벌 유저들과 원활히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은 Supercell이 2016년 출시한 전략 게임으로, App Annie 및 Superdata의 자료에 
따르면, ‘클래시 로얄’은 2016년 연간 매출액 10억 달러를 넘었고,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top5에 들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미국 iOS 베스트셀러 5위를 차지했습니다.

Clash Royale



텐센트 클라우드를 위한 국내 최대 파트너, MEGAZONE CLOUD

WHY MEGAZONE CLOUD?

다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와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축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환경 및 외부 환경까지 대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MEGAZONE CLOUD 사업 소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기술 이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드립니다. 24/7/365 모니터링 서비스

한국어로 빠르고 편리하게 기술 문의에 대응합니다.한국어 기술 지원

타 클라우드에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구축을 지원합니다.마이그레이션 구축 지원

언제 어디서든 Support Portal 홈페이지에서 기술적 이슈에 대해 문의 가능합니다.Support Portal 지원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Billing System, 편리한 원화 빌링을 지원합니다.Billing System 지원

•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 매니지드 서비스
• 구축
• 글로벌 솔루션
• 서포트 서비스

•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 모바일 앱 개발
• 3D 콘텐츠 개발

• 모바일 및 소셜 마케팅
• 미디어 전략
•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프로모션

PLATFORM SERVICE

BUSINESS DIVISIONS

DIGITAL AGENCY DIGITAL MARKETING

메가존 클라우드는  2009년부터 클라우드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며 ‘클라우드 이노베이터(Cloud Innovator)’로서 고객님들의 
클라우드 전환의 과정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GAZONE CLOUD 소개

2019년 매출액(그룹통합)설립연도
1998

클라이언트
3000+

직원 수(관계사 포함)

1300+5400+



메가존 클라우드(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메가존빌딩 
www.tencentcloud.co.kr  |  tencentcloud@mz.co.kr  |  02-2109-2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