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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DDC

SDDC (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소개
데이터센터에서 추상화되어 있는 인프라, 공유 자원을 수동화 방식이 아닌 자동화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을 분할 , 할당하는 인프라 구성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SDDC
인프라 구성을 통해 기업에서는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배치가 가능하며, 상호간 연계가
편리해집니다.

SDDC의 구성
개방형 API : 각 인프라 영역별 제어부와 데이터부를 개방형 API로 구성
통합제어부/프로비져닝 : 각 인프라 영역별 통합 제어부를 통해 구성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 인프라 전체를 서비스 요구에 맞게 배치

프로비져닝 : 인프라별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기반의 프로비져닝
컴퓨팅 : 가상화/클라우드 컨트롤러 기반 프로비져닝
네트워크 : SDN 컨트롤러 기반 프로비져닝
스토리지 : HCI 컨트롤러 기반 프로비져닝

SDDC의 특장점
기능
비즈니스 민첩성
스토리지 절감
민첩성
가시성 향상

설명

Cisco UCS 소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는 데이터센터의 다양한 패브릭과 블레이드 서버 및
랙서버를 하나로 통합한 진정한 의미의 유니파이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X86 서버들의
하드웨어 구성을 서비스프로파일 기반으로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Deploy가 가능해집니다. 예) Bios, RAID, UUID, LAN, SAN, MAX, WWNN 등

Cisco UCS의 구성
UCS Fabric Interconnector : SDC컨트롤러
Eternet 및 SAN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는 I/O 통합 스위치
Ethernet / FCoE / FC 프로토콜 지원
Active-Active형대의 구성 ( 이중화 )

UCS Manager : SDC 컨트롤러 운영체제 / 하드웨어 및 프로파일 관리 및 배포

Chassis : 블레이드 기반 시스템의 사용 및 구축 혁신
서비스 가용성을 위한 N+N 전원 이중화 및 FAN 지원
Chassis 내 이중화된 I/O Module 제공

X86서버 : 인텔 아키텍처 기반 x86컴퓨팅 플랫폼, 자체 BMC 탑재
VIC ( Virtual Interface Card ) : IO 가상화기술을 탑재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구현

Cisco UCS의 특장점
기능
체계적 관리기법 제공
TCO 절감

설명

Cisco HCI ( Hyper Converged Intra ) 소개
Cisco UCS 플랫폼을 기반으로 컴퓨팅,네트워크, 스토리지 자원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Cisco HCI의 구성
Cisco UCS 플랫폼 : SDC 플랫폼
Vmware ESX, MS Hyper-V, K8s : 가상화 /컨테이너 플랫폼
HX Connect & 가상화 관리툴 통합 : HCI 관리 플랫폼
HX 데이터 플랫폼
HX데이터 캐싱 : 이중화 기반 안정적 캐시 서비스 제공
HX데이터 최적화 : 성능 저하 없는 인라인 압축, 중복제거
HX데이터 분산저장 : 가용성 확보를 위한 분산 저장 방식
SSD 최적의 파일시스템 : 로그스트럭쳐 파일시스템 구현

Cisco HCI 특장점
기능
통합 관리

안정성

확장성

성능 최적화

설명

Insight Director 소개
인프라 자동화를 통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플랫폼으로 데이터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합니다. Cisco UCS Director를 이용하여 물리 컴퓨팅 및 가상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방화벽, L4, L7 장비 등 여러 영역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다양한 벤더사의 제품을 자동화
할 수 있으며, 사전 정의된 카탈로그를 셀프-서비스 포탈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운영에 필요한 기능 지원합니다. (멀티 테넌시 지원, 셀프 서비스, 미터링 등)

Insight Director의 구성

Insight Director의 특장점
기능
인프라 관리
프로그래머빌리티
환경 구성
Task 개발
예방

설명

Cisco Intersight 소개
Cisco Intersight는 Cloud 기반으로 On-Premise와 Public Cloud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책 배포,
분석, 장애 지원이 가능한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Cloud의 장점을 활용하여 운영비용 절감,
원격데이터 분석, 장애에 대한 민첩성 증가, 워크로드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Software as a Service(SaaS) 관리 플랫폼

Cisco Intersight 의 특장점
기능
통합 모니터링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
원격 설치 지원

클라우드 운영 환경
고도화된 장애 지원
기타

설명

ACI 소개
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는 Datacenter내 레거시,물리적,클라우드 환경을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 관리 및 운영 합니다. 또한 개방형 API 제공을 통한 Global ECO 파트너들과
협업으로 솔루션 통합 할 수 있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혁신적인
운영 모델 제공합니다.

ACI 구성

ACI의 주요 기능

Cloud Scale
Technology

풀 스택 자동화
&보안

개방/확장형
프로그래밍 기능

실시간 텔레메트리
기반 분석

ACI의 특장점
기능
자동화 및 일관성 유지
신속한 멀티클라우드 도입
제로 트로스트 보안 모델
Assurance and insights

설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향

NetApp Cloud 소개
고객이 변화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원활하게 데이터를 관리, 보호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Ringnet과 NetApp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NetApp Cloud의 주요 기능
Data Fabric 구현을 위해 On-Premise와 Cloud간 데이터 이동, 통제,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솔루션 제공

NetApp Cloud의 특장점
기능
데이터 연계
관리 용이
빠른 작업
최적화 서비스
파일 서비스

설명

FlexTabCloud : CISCO meets Innogrid 소개
FlexTabCloud는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다양해지고,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다변화된 인프라 환경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 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외산 솔루션 및 오픈소스에 비해 손쉽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형화된 매뉴얼 기반 운영과 직관적인 셀프서비스 포탈을 통해 운영관리가
용이합니다

FlexTabCloud 구성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관리 제공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크에
대해 최적의 인프라 구성

시스코 및 3rd party
인프라 Full Automation

FlexTabCloud의 주요 기능
신속한 클라우드 리소스 접근
공공/프라이빗 클라우드 현황을 확인을통한 다양한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관리 신속성 제공

계획적인 클라우드 자원 사용 실현
다양한 클라우드환경의 계획적인 사용을위해 클라우드서비스의 현재비용 및 예상비용 정보제공

이기종 클라우드 라이프사이클 관리
클라우드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리소스 파악을 탭클라우드잇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 관리의 단순화
관리 포인트 단일화를 통해 업무 효율과 비즈니스 속도 향상시키고 워크로드 최적환경 배치

FlexTabCloud의 특장점
기능
오픈소스 호환
안전한 서버 가상화 기술
최적 IasS 솔루션
솔루션 연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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