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 패키지 : 클라우드 포탈 및 인프라의 통합 패키지로 투자 비용 절감, 신속 구축 및 서비스

One 포인트 멀티 클라우드 관리 : 퍼블릭 클라우드 확대 시 통합 관리 제공

One Stop 서비스 : 장애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장애 대응

FlexTabCloud
Cisco HyperFlex and



탭클라우드잇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Vmware, OpenStack)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Amazon AWS, MS Azure)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영역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통합 관리 제공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HCI 기반인프라

시스코 및 3rd party 
인프라 Full Automation

▶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관리의 단순화

▶ 계획적인 클라우드 자원 사용 실현 ▶ 신속한 클라우드 리소스 접근

▶ 이기종 클라우드 라이프사이클 관리

다양한 환경의 클라우드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리소스 파악을 탭클라우드잇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의 관리 포인트를 단일화하여 업무 효율과 비즈니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워크로드를 최적 환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의 계획적인 사용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현재 비용 및 예상 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인프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관리 신속성을 제공합니다. 



A 그룹사 클라우드
■ 셀프서비스 포탈을 통해 클라우드 상품 선택부터 운영까지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온디맨드형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서비스 개시를 지원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 관리 뷰’를 제공하여 모니터링, 서비스 

관리, 운영 관리 등 통합 관리 제공

■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해도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변화하는 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장

■ IoT, 빅데이터, AI 신기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

■ 공공부문 개발 및 운영환경에 SDx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최초도입

■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SDx) 기반의 클라우드 통합인프라

■ IaaS + PaaS 통합 포탈을 통한 One-Point 관리

■ 신규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SDN 구축, 운영

최고의 성능 제공을 위한 Hyperconvergence 아키텍처

고객사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및 간편한 통합관리에 최적화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컴퓨팅 전용
노드 확장

고성능 네트워크
패브릭 기반

데이터보호 &
고가용성

성능저하 없는
데이터 중복제거/압축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차세대 분산 데이터 플랫폼
■ 엔터프라이즈 규모
■ 균일한 성능 제공
■ 네트워크, SAN 통합 I/O

간단한 정책기반 관리
■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단순화 된 구성 및 운영
■ Intersight로 통합관리 수행

시스코 하이퍼플렉스 & 
UCS 컴퓨팅 전용 노드

네트워크가 통합된  
완성형 하이퍼컨버지드
■ 네트워크 통합 인프라
■ QoS를 적용 Latency 보장

사전 통합된 HW와 SW

■ HW, SW 단일 지원 체계
■ 세계적 수준의 Cisco TAC

   서비스 지원 제공

사용자
포털

서비스 탬플릿

서비스
통합

분석/지원

플랫폼
통합

플랫폼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기반 환경

담당자
포털

관리자
포털

개발
표준화

B 지자체 클라우드



FlexTabCloud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TEL. 010-9061-5115

Email. yjkim15@sk.com

TEL. 010-6251-7644

Email. flextab@puzzlesystems.co.kr

SK네트웍스서비스

㈜퍼즐시스템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