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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장동향

•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 예측
2019년 2조3427억에서 2020년 2조7818억,
2021년 3조2400억, 2022년 3조7238억

•

IaaS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SaaS 시장,
PaaS 시장 순으로 비중을 형성

2020년 2579억 달러에서 19% 성장하여
2021년 306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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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요구

*39개 국립대학 노후 전산망 교체 및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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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장동향 – 공공
21년 전 부처의 클라우드 사업 예산 집계
지난해(8284억원) 대비 31% 증가한 1조852억원
– ‘제1회 디지털 혁신 포럼’ 과기정통부 발표
• 행정안전부 800억원 규모 공공클라우드 전환사업
• 1300억원 규모 대구 정보 통합전산센터
•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기획재정부)
•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환경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예산은 총 8214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 정보화 예산 7조5211억원의
약 11% 수준이다. 정부 클라우드(G-클라우드) 사업 규모가 584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2.3%)을 차지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인사혁신처)
•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조달청)
• 차세대 나라통계 시스템 (통계청)

2021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지자체 제외)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로 100% 이전하는
방향성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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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장동향 – 금융
클라우드법

전자금융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3.27)
클라우드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규제 개혁을 거치고 있음
현재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2019.1.1 개정)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국내소재 클라우드 이용가능
클라우드 내부 통제, 보고의무와 같은

계획’을 통해 육성중

감독 강화 등 개정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8월 5일 시행)

개인,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 불필요한 중복 규제 개선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 안정성 등의 이슈로 클라우드 전환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속에서 정보계, 채널계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단계적 도입을 진행 중.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한 국내소재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시장의 확대와
이와 연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금융권 도입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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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장동향 - 연구환경
(Hybrid & Multi-Purpose R&D as a Service)

기존 연구개발(R&D)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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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성에 따른
클라우드 선택 적용
필요 시, 성장에 따른
스케일 확장

PUBLIC
CLOUD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가용성 확보

최적의 설계 및 구축
통합운영 관리
신속한 서비스 지원
비용절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PRIVATE
CLOUD
비즈니스 민첩성 확보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통한
경제성 확보
데이터 소유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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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è SDDC + 𝛼
요구사항 분석 > 인프라 구성 > 서비스 카탈로그 정의 > 자동화 태스크와 워크플로우 설계 및 개발
> 포털에서 카탈로그와 워크플로우를 호출하도록 연동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SDC

워크플로우및태스크설계
Catalog

포털연계(REST API)
클라우드
포털

Software defined Computing

Service Request
Catalog

SDN

워크플로우

Software Defined Network

Execute Menu

SDS

REST API

Software Defined Storage

SDSec
Software Defined Security

과금 / 미터링

UCS Director

...

서비스 정책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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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s are Services based offerings

클라우드
구축

•
•
•
•
•
•

Portal
Self-service
Catalog driven
Automated
Virtualized
Metering, Billing

BROKERED

SELF

AS WHEEL AS BUILT

PROVISIONED

STANDARDIZED

TRANSPARENT

SERVICES

AND SERVICE LEVELS

CONSUMERIZED

CHOICE OF DEVICE

PRICING

AUTOMATED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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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 CISCO meets Innogri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VM/Container Management on Hybrid cloud
Innogrid Cloud Portal [TabCloudit]
Model

Deploy

Remote/Edge

Manage

Optimize

Monitor

Private Clou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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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Anywhere

IoT/Edge
컴퓨팅 - UCS

컴퓨팅 - UCS

HCI – HyperFlex

HCI – HyperFlex
Cisco SDN ACI Anywhere

Infra Orchestration UCSD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영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포탈 ]

Public Cloud
VM Anywhere

Branch

01

03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의 인프라 구성
[ 하이퍼플렉스, Nexus/ACI ]

시스코 및 3rd party
인프라 Full Automation
[ UCS Dir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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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Compute Platform
HyperFlex
데이터 플랫폼과
하이퍼바이저

VM

VM

VM

VM

VM

VM
Cisco HX Data
Platform
Controller

Hypervisor/Container
Datastore/Volume

VM

VM

VM

VM

VM
Cisco HX Data
Platform
Controller

Hypervisor/Container
Datastore/Volume

VM

VM

VM

VM
Cisco HX Data
Platform
Controller

Hypervisor/Container
Datastore/Volume

SDD

SDD

SDD

SDD

SDD

SDD

가상화 기반의
x86 랙서버
이더넷과 FC SAN
기반의 IO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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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Compute Platform - Networking
HX FI Domain
UCS Fabric Interconnects

Simplified Capacity
Expansion

HyperFlex Nodes

ESXi

목적에 따른 자유로운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vSwitch – Storage Data

vmk1

•

복잡한 I/O 요구사항에도 H/W 복잡성 없이 수용

vSwitch - vMotion

à 서비스, 관리망, vMotion, 스토리지 데이터 등

vSwitch – VM Network

하나의 VIC에서 최대 256개의 가상 NIC로 분할가능

vSwitch – Storage Data

•

HX
Controller

vSwitch - Management

vSwitch - Management vmk0

à Ethernet, FC, iSCSI 지원 (별도 HBA카드 필요없음)

vSwitch – VM Network

vSwitch - vMotion

•

QoS 를 통한 네트워크 품질보장
. 예측 가능한 성능 및 “no drop”, “jumbo frame” 등 보장

•

Multicast 트래픽 처리

HX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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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Compute Platform – Performance
3rd Party Research 기관에서 실행 성능 테스트 결과 Cisco HyperFlex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우수한 솔루션으로 확인

해당 테스트는 1시간 이상 진행된 Load의 평균 IOPS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Cisco HyperFlex IOPS per VM
1,000

1000

800

800

600

600

400

400

200

200

0
0

50

VM

100

클러스터내 모든 VM이
동일한 고성능을 보장

150

IOPS

1200

IOPS

#1
PERFORMANCE

1,200

Vendor B IOPS per VM

0
0

50

VM

100

150

VM별 균일하지 않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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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Compute Platform 차별화 기술 전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및 간편한 관리에 최적화된 아키텍쳐
1. 고성능 확장 플랫폼
업계 1위의 성능 제공

2.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서비스와 스토리지 최적화

3.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의 통합

4. 컴퓨팅 노드 개별 확장

성능 저하 없는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압축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의 수용
iSCSI, NAS, SAN

컴퓨팅 노드 확장을 통한
비용 최적화

6. 고성능 네트워크 패브릭
기술 제공

7. 데이터 보호와
백업 기능

안정적인 Low Latency 제공
타사 대비 3배 이상 TCO,
타사 대비 3배 이상의 VM 집적도
64 노드 확장성 및 성능 증가

5. 간편한 설치와 구성

8.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
Intersight

서비스 프로파일 기반 설치
설치 및 업그레이드 자동화
자동화 기반 클러스터 확장

광범위한
워크로드 지원

ROBO
(Branch, IOT)

10G/40G 가상화 IO 카드 제공
통합 컨버지드 IO 카드 탑재
간편한 QoS 기능 제공
VSI
(app/web)

VDI
(Citrix, Horizon)

Collaboration
(UC, HCS)

네이티브 복제, 백업 및 DR
스트레치 클러스터 기능 제공
Databases
(Oracle, SQL)

Mission Critical & ERP
(SAP)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및
정책 배포 , 분석, 장애 지원
Analytics
(Splunk)

Cloud-Native Apps
(Docker, Kubernetes) 15

FlexTabCloud. Network [CISCO ACI]
Spine

SPINE/LEAF 구성
간단한 토플로지,
횡적 유연한 확장

Leaf

APIC
Cluster

APIC

APIC

No STP

EPG

EPG

LEAF & SPINE 간 ECMP 라우팅
모든 링크 Active 및 부하분산

보안 격리 기본, 컨트랙을 통한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제

REST API 자동화
동적 연동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지원
네트워크와
서버팀간의
조정

APIC

중앙 집중식
정책 컨트롤러,
API 엑세스

(Vmware, OpenStack, K8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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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패브릭 확장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클라우드 ACI (퍼블릭 클라우드 확장)

Multi-Site Orchestrator

Infra VPC

Data Center 1
(ACI Site 1)

IPN
IP Network

Nexus 9000
(DC Network)

VXLAN
L2 Extension

Encrypted

User VPC

User VPC
Encrypted

WAN
Local
Router
VM

EPG
Contract
ACI
Virtual
EdgeContract
APP

EPG
Web

VMEPG

SG
Web

DB

SG Rule

SG
APP

Nexus 9000
VM
VM

VM

디스커버리
& 가시성

VM

VM

VM

VM

정책
번역

VM

(Remote

VM

VM

VM

SG Rule

VM

VM

SG
DB

VM

Leaf Network)

CSR-1Kv
직접 연결 연동

단일
오케스트레이션

운영
일관성17

FlexTabCloud 워크플로우 엔진 (업무 자동화)
다양한 가상화 인프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Cloud Portal
UCS Director
Workflow UI Designer

UCSD Orchestration
Engine

§ Drag & Drop 방식의 편리한 편집 기능
§ 준비된 Task를 통한 쉽고 빠르게 원하는 워크플로우 생성
§ 실행 로직 및 승인프로세스 반영 가능
기대 효과
§ 원클릭 프로비저닝으로 서비스 구축시간 단축
§ 표준화된 작업환경 및 휴먼에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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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워크플로우 엔진 - 다양한 멀티벤더 인프라 지원
다양한 가상화 인프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테넌트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
•
•
•
•

{}
Self Service
Web portal

REST API

System Integration

Cisco UCS Director
Integrated Multi-tenant Cloud Platform

Open
Automation
Framework
Custom
Connector

Admin
Web Console

LDAP, Single Sign On
RBAC
IT Ticketing Systems
CMDB,
Metering/Chargeback

Server
Managers

Storage
APIs

Network
Manager

vCenter

SCVMM

RHE-VM

Red Hat
UCS

3rd Party
Device

APIC
Nexus

Physical Infrastructure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19

FlexTabCloud 포탈
FlexTabCloud는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다양해지고,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다변화된 인프라
환경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 하기 위한 제품 입니다.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20

FlexTabCloud CMP 기능
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관리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비즈니스 속도 향상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다양한 클라우드의
라이프사이클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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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CMP 기능
이기종클라우드라이프사이클관리

•다양한환경의클라우드라이프사이클관리와리소스파악을탭클라우드잇을
통해 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습니다.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환경관리의단순화

FlexTabCloud

•이기종클라우드환경의관리포인트를단일화하여업무효율과비즈니스
속도를 향상시키고워크로드를최적환경에배치할수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

•퍼블릭/프라이빗클라우드의인프라현황을한눈에확인할수있어다양한이벤트에
즉각적으로대응하는관리신속성을제공합니다.
신속한클라우드리소스접근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점점복잡해지는다양한클라우드환경의계획적인사용을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현재비용및예상비용정보를제공합니다.
계획적인클라우드자원사용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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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플랫폼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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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abCloud 기대효과
One time Delivery

최적화된 통합 패키지

클라우드 포탈 및 인프라
통합 패키지로 신속한 구축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SDDC 인프라
이노그리드 포탈 TabCloudit

One point Control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손쉬운 원포인트 관리환경 및
풍부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

One Stop Service
장애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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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커스터마이즈된 클라우드 패키지
도입을 통해 약 20%의 TCO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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