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teur 소개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HOSTEUR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기업은 자신들의 문화와 평판의 토대가 된 원칙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동기부여와 열정으로, 이 기업은 특히 자연과 사람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보호, 정직과 성실함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언제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유럽 전체에 걸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 둘은 남부 프랑스에 있으며 하나는 스위스에 

있고 또 하나는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에 새 지점을 준비 중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인프라는 ISO 27001 인증을 받았고 건강 데이터 호스트(Health Data Host, HDS) 검증도 받았으며, 이는 이 

기업이 건강 데이터의 스토리지 및 보호에 대한 법적 틀을 준수한다는 증거입니다.

Kingston의 기업용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내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성장 지원

#KingstonIsWithYou



#KingstonIsWithYou

상황
오늘날 이 기업은 여러 시스템에서 100,0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호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서비스, 보안 

솔루션(SSL, 방화벽), 이메일 플랫폼, 디지털 서명 및 그 밖에도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Kubernetes 커스텀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가상 환경(VMware, Proxmox 및 Virtuozzo 기술) 또는 도커라이즈(Dockerized) 

환경을 사용합니다.

과제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최근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요의 

상승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큰 DRAM과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많은 신규 사내 서버를 배치했고, 기존의 서버를 

대용량의 DRAM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SLA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MTBF(평균 고장 간격)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달 및 

물류의 측면에서부터 DRAM 및 스토리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령한 경우 신속한 반품 정책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솔루션
Kingston은 이 기업에 개념 입증용으로 

일련번호가 부착되기 전인 기업용 등급의 SSD를 제공했으며, Hosteur은 

이를 사용하여 실제 구현하기 전에 제품의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Hosteur은 프로젝트를 훨씬 빠르게 검증하고, 주문, 배송 및 

설치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Hosteur은 서버 클러스터의 약 2TB DRAM에 300명의 고객을 설정했습니다. 

“OEM DRAM과 동일한 투자액으로 더 많은 DRAM을 확보했습니다. 동일한 

품질과 더 나은 지원을 달성했습니다.” - Sebastien Comte, Hosteur의 CISO 

Kingston은 속도/내구성/품질 등의 균형을 맞춘 대량의 DRAM 또는 SSD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Kingston의 SSD는 30% 더 높은 서버 성능을 제공했으며 더 우수한 

이용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제품은 클라우드 클러스터에서 

중단 시간이 최소한이었으며, 고객들은 연간 99.995% 이용가능성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Hosteur는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데이터 

센터 공간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기업은 2020년 

후반에 더 많은 SSD 스토리지로(1TB의 DRAM 및 50TB의 스토리지) “FlexOne”

라는 이름의 신규 Kubernetes 기반 플랫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ingston을 선택한 이유는 영업팀과 기술팀의 열린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Hosteur를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솔루션을 찾고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영업팀과 기술팀이 보여준 Kingston의 

메모리 및 스토리지 분야 32년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 Sebastien Comte, Hosteur의 CISO

“OEM DRAM
과 동일한 
투자액으로 더 
많은 DRAM을 
확보했습니다. 
동일한 품질과 
더 나은 지원을 
달성했습니다.”

Sebastien Comte
Hosteur의 C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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