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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는 단순한
컴퓨팅 이상의 것입니다
통상적인 인프라 비용, 복잡성 및 제약 없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합니다

핵심 요약
클라우드 컴퓨팅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모든 규모의 기업이 기존의 인프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비용, 복잡성 및 제약
없이 엔터프라이즈급의 앱, 컴퓨팅, 스토리지, 보안 또는 네트워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신속한 배포, 간편한 관리, 종량제 구독 가격, 내장된 확장성 및 이중화, 모든 곳에서 액세스 및
CAPEX(자본 지출) 축소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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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보안 팀을
선택하십시오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및 제3자 데이터 공유 등의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및 통신의 인증, 무결성 및 기밀성을 보장하려면,
서비스 수준 계약(SLA) 상에 공개를 포함시키고 SSO 및 LDAP와 함께 작동하는 공개 키 인프라
등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부당한 액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의 장점은
위험성을 능가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많은 개수의
장치를 관리하면 보안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데이터가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측 가능한 위치 내에
중앙 집중화되면서 데이터 보안은 크게 향상됩니다.
전용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내
보안 시스템보다 보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공급자는 물리적 및 운영 보안에서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안에
이르는 다양한 보안 옵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고객은 강력한 보안 소프트웨어, 전용 하드웨어
방화벽 및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 및 SSL
인증서 관리 기능과 결합된 물리적,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포괄하는 철저한 다계층
보안 포트폴리오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방화벽과
애플리케이션 보안 패키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공격의 크기, 복잡성 및 정교함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
추가된 Intel TXT(인텔
신뢰 실행 기술)

하드웨어 지원 보안 서비스인 Intel TXT
는 플랫폼 및 운영 체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Intel TXT는 시스템 또는
BIOS 코드를 손상시키거나 플랫폼
구성을 변조하여 중요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기반 공격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03

클라우드는 단순한 컴퓨팅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가 아닌 수많은
스토리지 시스템 제어
또한, 기업은 탄력성, 확장성, 멀티테넌시

빅 데이터 분석에 이상적입니다. IBM Cloud

및 계량 리소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Object Storage는 IBM SecureSlice 기술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장점을 누릴

통해 RESTful Open Stack Swift 및 S3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많은

호환 API를 사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분산 리소스로 구성되지만, 하나의 연합형

셀프서비스 포털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에

스토리지 클라우드로 작동하므로 중복성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지리적으로

및 데이터 분산을 통하여 내결함성이

분산된 엔드포인트에서 지리적 복원성 및

높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가용성을 위해 자주 액세스하는 비정형

버전이 있는 복사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3개의 영역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견고한 솔루션입니다.

Standard, Vault 및 Cold Vault 배포 옵션을

IBM® Cloud는 대량 서버, 백업 옵션 및 가상

사용하여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 때때로

및 전용 서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개체 스토리지 접근 방식으로 블록 및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의 일부 유형은 특정 IT 태스크에

액세스하는 데이터 그리고 오랜 시간
보유하는 데이터에 맞게 스토리지 등급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매월 변동하는 동적
데이터 액세스 요구에 맞는 Flex 배포를
선택하십시오.

맞게 사용자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에 포맷한 파일을
공유하여 NFS(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을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환경에서 배포하여 제공하므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파일 수준 스토리지와
쉽게 호환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장.확장.보안.

파일 수준 스토리지는 대용량 파일 저장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십시오.

및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와 달리, 원시
볼륨의 포맷 안 된 블록으로 제공하여
SAN(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환경에서
배포하는 iSCSI 기반 블록 수준 스토리지
솔루션은 데이터베이스, 가상 서버 배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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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네트워크의 최대화
초고속 광대역, 지연 시간이 짧은 연결 및 고성능 처리 능력의 등장으로 클라우드
네트워킹으로 더 잘 알려진 공용 인터넷을 통해 보안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 및
관리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패러다임이 떠오릅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경우
연결, 보안, 관리 및 제어 등의 기존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푸시되고
서비스로서 제공됩니다.
기업은 네트워크 정책 등의 관리와 기타 제어 부분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기업이 현장 연결성 및 라우팅, 스위칭 및 보안 서비스
등의 패킷 모드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은 주소 지정 및 패킷 경로를 포함하는 모든 핵심 네트워킹 기능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컬 하드웨어(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하드웨어는 예외)가 필요 없으며, 기업은 NaaS(Network-as-a-Service) 모델로 알려진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NaaS 모델에서 기업은 SSL, PPTP 또는
IPSEC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설 가 상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하여
서버 인프라에 액세스하고 관리합니다.
IBM 클라우드 VPN 솔루션은 성능 및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역 외 IPMI
연결을 사용하여 운영 체제와 무관하게
고객이 하드웨어 수준에서 서버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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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네트워킹을 위한
SDN 및 NFV Next-Gen
Networking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의해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및 NFV와 같은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탄력적이고 복원성이 있는 NaaS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NaaS 플레이어의
새로운 세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중첩된 멀티테넌트
사설 가상 클라우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 가상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경계 없는 LAN처럼
작동하며 완전히 교환된 모든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는 경우 클라우드
네트워크 공급자는 고객이 전통적으로 수행한 토폴로지, 트래픽 엔지니어링, 용량 계획,
고가용성 및 NOC(네트워크 운영 센터)와 같은 VPN 구축 및 관리의 모든 운영
측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는 모든 물리적 인프라에서 작동하며,
인터넷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만 필요하며 사용자별
또는 장치별 구독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제 기업은
복원성이 뛰어난 멀티테넌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서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분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큰 장점은 자본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구독 기반 서비스의
경우, 기업은 중앙 제어 및 네트워크
가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 수 분
내에 배포하고 분산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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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비즈니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현대의 기업은 콘텐츠와 리치 미디어를

경험을 위해서는 최저한의 대기 시간과

사용하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호 작용하며 거래하고 확장합니다.
고객의 사용자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 컨텐츠 공급 장치(CDN)와 개체
저장소를 쌍으로 연결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콘텐츠 공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여러 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간단하고 손쉽지는
않겠지만,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장점은
즉각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장애를 피하고 전반적인 클라우드 성능을
최적화하여 최종 사용자와 비즈니스 간의
거리를 줄입니다. 최고의 최종 사용자

고객이 왕이 되는 시대의 기업은 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충성도를 얻기 위해 최선의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customer is king, businesses must rethink their
strategies and harness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한 곳에서 가치 있는 투자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bringing businesses closer to their customers, it has
proven to be a worthwhil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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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작업 부하에
맞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현재 IBM Cloud에서
제공합니다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혹은 주문을 하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ibm.com/cloud/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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