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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이전시 사업자’를 위한 
웹호스팅 서비스 도입 제안

마루인터넷(주)

2020년 2월

- 비즈마루 BizMa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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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인터넷은 호스팅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보유기술 
솔루션

IDC/클라우드 
운영시스템

서버 자동화 및 
통합계정관리

통합서버 및 네트
워크 모니터링

통합방화벽관리 
및 접근통제

백업솔루션 통합로그분석 시
스템

클라우드 
IDC

서버 
자동화

모니터링 접근통제 백업 로그분석

상세정보 : 마루소프트(www.marusoft.com) 사이트 참조

http://www.maru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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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루를 통해 다음 서비스를 판매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  KT 및 네이버 클라우드의 
할인 가격 공급

도메인 판매

• 저렴한 재판매 가격 공급

웹호스팅 서비스

• 사업자를 위한 가격정책
• SSL인증서 기본 제공
• 정품서버를 통한 안정성
• 백업 및 복구는 기본

서버호스팅 판매

• 고객 유치시 서비스 기간 동
안 매출 쉐어

상용 SSL 인증서 판매

• 코모도 SSL 인증서 재판매 
가격으로 공급

서버 관리 서비스 판매

• 고객에게 서버 관리 서비스
의 제공

• 매출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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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루, 웹호스팅 서비스
웹에이전시 사업자를 위한 재판매 웹호스팅 상품을 제공합니다.

호스팅 상품 Demo용 1G SSL 3G SSL 6G SSL 10G SSL

스펙
Disk 30M 1G 3G 4G 5G

Traffic, day 100M 1G 3G 6G 10G

마루호스팅  
서비스가

설치비, (원) - 10,000

년비용, (원) - 30,000 60,000 130,000 200,000

비즈마루  
제안가

설치비, (원) 0 0

년비용, (원) 0 15,000 30,000 65,000 100,000

웹호스팅 상품

제휴사 무료 계정 지원 :  6G SSL, 3개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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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루, 웹호스팅용 운영 서버

운영 서버의 스팩
CPU : 16 Core 이상 
Memory : 32 GB 이상 
Disk : 서버용 SAS 디스크 이중화 구성

OS 및 소프트웨어
CentOS 7.x 혹은 CentOS 6.x 자체 보안 패키지 
Apache  :  
MariaDB : 
PHP :

운영환경
IDC : 목동 KT IDC 1, 2 센터 
보안 : 자체 서버 접속 통제 환경 제공 ( NetKey) 
백업 : 웹/DB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서비스 기본 제공 
사용자 안내 메일 : 리셀러 명의의 자동 메일 발송  
                           (서비스 만료, 차단 안내 등)

비즈마루 웹호스팅 서버는 브랜드 서버만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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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루, 부가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상품

제휴사에 다양한 재판매 서비스 상품을 제공합니다.

서버호스팅 상품

서버관리 서비스

상용 SSL인증서 

클라우드 서버 상품

COM,NET,KR : 15,000원  
(부가세별도)

COMODO SSL 
설치비 무료, 마루호스팅 20%한인가

고객 소개 및 계약 성립시 
월 매출의 5% 제공

KT클라우드 : 20% 할인가 제공 
네이버 클라우드 : 10% 할인가 제공

스템콘(StemCon)플랫폼을 통한 위탁운영서비스  
서비스 기간동안 매출의 20%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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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루 서비스 가입하기

상담하기 
(전화, 메일)

2차도메인용
서비스도메인

비즈마루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등록완료

가입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www.bizmaru.com

영업담당 : 하영민 부장               기술담당 : 박상준 차장  
                070-7452-5757                      070-7452-5757

https://www.bizma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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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기

위치연락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604호

+82 070 7452 5757

+82 070 7427 5753

웹사이트/메일

www.maruinternet.com

yngminha@marunet.co.kr

https://goo.gl/jZLxZe

영업담당 : 하영민 부장               기술담당 : 박상준 차장  
                070-7452-5757                      070-7452-5757

http://www.maruinternet.com
mailto:yngminha@marunet.co.kr
https://goo.gl/jZLx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