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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검증된 성능 및 안정성

기업 맞춤형 적합성

▪ 전용 BareMetal 및 Over-Commit 없는
VM 제공으로 성능 간섭 현상 방지
▪ 멀티 프로세스 CPU와 높은 I/O의 Disk
제공
▪ SAP 및 VMware 인증, 고 사양 서버로 성
능 보장

▪ 100+의 다양한 BareMetal 서버 Option을
통해 고객의 맞춤형 구성 지원
▪ SAP 및 VMware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
성 지원

100% Open 지향의 기술 개방성

Hidden Cost를 줄여주는 경제성

▪ Vendor 종속성 제거 – Kubernetes 및
RedHat 솔루션을 포함하여 산업 표준화
된 Open Source 기술 적용
▪ Cloud Native Open Source 프로젝트에
기여 - (Istio, Knative, Razee등)

▪ IBM Cloud 센터간 data 전송 비용 무상
▪ Kubernetes 및 OpenShift Cluster 사용 시
마스터 노드 무상
▪ IBM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풀링 서비스 VM 및 BareMetal 서버당 무상 통신량을
합산하여 사용가능

On-Prem의 애플리케이
션을 Cloud에서 변경없
이 사용하는 경우
Case 2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경우

Case 3

국내외
Cloud 센터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Case 4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많은 자원이 소요
되어,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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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사용중인 환경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Cloud 환경 제공

맞춤형
자원의
적합성
유연성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1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 구성 지원

▪ 100+ 종의 BareMetal 구성을 통하여 고객에 적합한 서버 제
공

SAP 인증
BareMetal

BareMetal

VMware 인증
BareMetal

BareMetal
기반 Container

▪ VMware VM을 100만개 이상 re-platform, re-factoring 없이
전환하여 운영 중.
▪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고객 통제권 및 디스크 암호화를 통한
data 보안

고객 요구 사항

▪ Cloud 1차 전환을 위해 Lift & Shift
를 통한 안정적이고 빠른 환경 구성
필요함
▪ 기존의 환경과 동일한 IT 환경을
Cloud에서도 구성하고자함
▪ 보안을 위해 전용 Cloud 환경이
필요함
▪ 고성능의 미션 크리티컬 Workload
를 Cloud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 함(VMware, SAP)
▪ Cloud 환경이지만 인프라 자원에
대한 많은 통제권이 필요함

▪ 하이퍼바이저, 보안 솔루션, SAP, 데이터베이스 등 선정한 솔
루션을 동일하게 구성

▪ On-Prem 라이센스를 BYOL 로 활용

고객 데이터센터

▪ 관련 숙련된 기술 set 활용 및 On-Perm과 Cloud의 통합 관리

Standalone Edge
무료 이용 가능!

2 안정적 고성능 보장
VMware

VLAN

VMware

애플리케이션 전환

전용선 또는
인터넷VPN

▪ 경쟁 A사 M모델 대비, 단위 CPU 당 310% 탁월한 성능
(tpmC기준)
▪ Internal SSD 옵션, GPU 옵션을 통한 고성능
▪ VM간 간섭이 적은 안정적 고성능
▪ 2019년 국내 B사 표준 VDI PoC 1위(Global CSP 5개사 대상)

On-Prem에 위치한 VMware 자원을 IBM Cloud로 확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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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오픈소스 100% 지향하여, Hybrid / Multi Cloud 적용 시
리스크 최소화

맞춤형
적합성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1 고가용 마스터 노드 무상 제공을 통한 가성비
▪ IBM이 운영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 3대를 무상 제공

IBM managed

Customer managed

고객 요구 사항

▪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관리형 Container 환경이 필요함
▪ Vendor Lock-in 없는 Cloud 환경을
찾고 있음
▪ 빠른 서비스 런칭을 위한 Container
환경 기반 Testbed가 필요
▪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Workload의
Container 화를 원함.
▪ 모노리식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선
하려고 함
▪ 관리형 Cloud Pak 서비스가 필요함

IKS 마스터 노드 3대, 워커 노드 3개 구성 예시
구분

IBM

타 CSP*

마스터 노드

무상

$2,085

워커 노드

$1,960

$2,085

합계

$1,960

$4,170

비고

$2,210(차액)

4vCPU, 16GB Nodes, List Price(US) 기준 비교

▪ Kubernetes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 된 배포, 설치, 업그레이드, 패치 관리, 확장, 성능 조정을 제공
하며 및 연중 무휴 24 시간 글로벌 SRE 지원
▪ Container 별 자가 치유, 클러스터 HA 마스터, 전용 가상서버 및 BareMetal옵션 제공
▪ IBM Cloud 모니터링, 로깅, IAM, 취약점 검사(Container 이미지 보안) 등 다양한 PaaS 서비스
와 통합
▪ 안전한애플리케이션 공인망노출 → 소프트웨어 형식or 고객단독방화벽제공

2 Vendor Lock-in을 피할 수 있는 개방성
▪ 기본 Kubernetes 서비스( IKS ) 또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기반 Cluster Service 통해 Vendor Lock-in을
방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을 제공
▪ OpenShift 기반 IBM Cloud-Pak을 배포하여 다양한 미들
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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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Global 데이터 센터 구성 시 TCO 절감

맞춤형
적합성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1 각 센터 간 고속 광대역 전용선 무료

Global IBM Cloud DC

▪ IBM의 Global Cloud Data Center중 원하는 곳에 환경을 구
축하여, 추가 비용 없이 data를 이동할 수 있음. 특히
Multi-site 운영에 따른 data 전송 시 고품질의 네트워크
환경을 무료 사용.
서울 데이터센터
(Production)

해외 데이터센터
(Disaster Recovery)

무상 사설 전용선

고객 요구 사항

▪ 여러 지역(국내/국외) 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통한
서비스 구성이 필요함 (게임 등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지사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 센터에 시스템 구성해야 함
▪ 재해복구를 위해 해외 센터에 DR
을 구성하고자 함

월 50TB data 전송 시 List Price(US) 기준 비교
구분

IBM

A사*

B사*

한국 → 미국

무상

$5,500

$4,190

한국  미국

무상

$5,500

$4,1900

무상

$11,000

$8,380

Active

Replicating

합계

Replication-based
migration

Datacenter & Network PoP
Network PoP

▪ 평균 40 ~ 100 G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IBM
Global Private Network

▪ 경쟁 A사는 Out bound traffic에 대해 1GB 당 $0.15 지불,
경쟁 B사는 Out bound traffic에 대해 1GB 당 $0.087 지불
(최초 10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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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TCO 절감과 국지적 침해에도 안전하게 data 보관

Data에 대한 사용 패턴을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정책 기반의 archive 수행

1

Storage Class Tiers

Smart Tier
(Dynamic)

Standard
(Active)

불특정, 가변적
데이터 워크로드

고객 요구 사항

▪ 비용 효율적인 대용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함
▪ 업계 표준 S3 API를 지원하면서
강화된 data 암호화 기능을 제공
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함
▪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DR(재해복
구)을 구성하려 함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용량의
스토리지가 필요함
▪ 비용 효율적으로 data를 분류해
과금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함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IBM Cloud

Object Storage

맞춤형
적합성

▪ IBM Cloud 센터로 도착한 data
암호화

Vault

(Less active)

비용 효율성 제공

▪ 데이터 활동 별 유연한 스토리지 계층 및 최저가의 아
카이브 옵션 제공
Cold Vault
(Cold nearline)

예측 가능한, 일관적 데이터 워크로드

Archive
(Offline)

장기간 데이터
보유

▪ 암호화 작업으로 작은 Slice
data 조각으로 분할
▪ 분할된 data는 단일 Region
및 3개국(예)한국, 홍콩, 일본)
에 각각 분산 저장

▪ 다이내믹 워크로드에 대해 최적 스토리지 선택에 대한
부담없이 스토리지 사용 및 과금을 최적화 해주는
Smart Tier 제공
▪ 기존 방식의 스토리지는 3복제를 하여 분산 저장하지
만, IBM Cloud Object storage는 Erasure Coding 기술을
통해 data를 복제하지 않음으로 TCO를 70% 절감할
수 있음
▪ Usable 1TB -> 0.6TB+0.6TB+0.6TB =1.8TB (ICOS)
-> 1.2TB+1.2TB+1.2TB =3.6TB (타사)

2 안정적 고성능 보장
1. 사용중인 기존 백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손쉽게
data를 Cloud 센터로 전송
2. data는 Secure http프로토콜을 이용해 안전하게 전송
3. 지역 보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세그먼트별로 암호화
되어 있어 data가 보호
4. 장애 또는 재해로 한 개의 사이트가 파괴되어도, 2개 사
이트의 data를 이용하여 복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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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조사는 여러 나라 개발자들이 사내 보안 구성 요소 지원을 기반으로 승인된 외부 시스템 및 내부 시스템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구성된 VDI 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고객
니즈

•

비즈니스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구
성 필요

✓

사내 보안 정책에 기반한 필수적인 보안 항목을 준
수하는 Cloud Platform 구성

✓

승인된 내부 및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통제가필요

✓

기술 요건 - Mobility : PC, Android Phone, iPhone
Guest OS : Windows 10 enterprise 64bit
Client Application: VMWare Horizon Client

•
•

솔루션

•
•

Why
IBM Cloud

여러 나라에 위치한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 필요
개발 환경에 유연한 접근을 위한 개발 및 운영 환경
연결 요건 증대 .

✓

•

비즈니스 성과

고성능의 IBM Cloud BareMetal
:2 단계 인증을 위한 OTP 연계 용 Radius Server
sslvpn용 OpenVPNServer
VDI 관리를 위한 VMOperationCenter, vCenterMgmt,
NSX Manager
내부 사용자 직접 연결을 위한 Security Server

1 국내/외 개발자의 효율적인 개발 구현
▪ 비즈니스 중단없이 한국, 미국, 인도 및 중국의
개발자들의 Remote work 지원

•

A 제조사 보안 정책
구성이 가능한 Cloud
VDI 환경 제공

▪ 각 국가의 개발자들에 적합한 VDI 환경 제공으로
개발자의 개발 효율 증대

•

A 제조사 VDI 환경에
맞춘 의사 소통 방식
으로 Slack을 이용한
원격 운영 서비스 제
공

2

•

한국, 미국, 인도 및
중국 위치에서 확장
가능한 Architecture 제
공

•

한국, 미국, 인도 및
중국의 Cloud Platform
에 대한 안정적인 운
영 서비스 역량

국외 지역에 대한 용이한 확장

▪ IBM Cloud를 사용하여 지역에 대한 제한 및 자원
사이즈에 대한 신속한 확장 가능
▪ IBM Cloud를 통하여 국외 지역에 대한 손쉬운 비
즈니스 확대

3 빠른 의사소통을 통한 안정성 확보
▪ 미국, 인도의 NoC (network of Center)와 한국 운영
담당자 간의 의사 소통 지원
▪ 운영 담당자와의 빠른 의사소통을 통한 VDI 안정
성 확보
▪ 연중무휴 24시간 글로벌 지원 체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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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VDI Value

VDI 구축을 위한 고려 사항
VDI 솔루션은 기존은 local 사용자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로 전환하면서, 보안, 업무 연속성, 성능, 편리성 등이 그대로
제공되어야 함

▪ 업무 정책 및 계획 수립

최적의 VDI
시스템 구축

– VDI 환경 확산 정책
– 시스템 아키텍처
▪ 업무 지원
– 상용 S/W 및 In-house Application과의 호환성 여부
– 주변 기기와의 호환성 여부
▪ 업무 수행 성능
–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 H/W 최적화(자원 분배)와 비용 최소화
▪ 업무 연속성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대비
▪ 사용자 편의성
– 연속적 데스크탑 환경
– 모바일 및 홈 오피스를 활용한 유연한 근무
▪ 보안 관리
– 보안수준이 높은 서버에 저장/관리
– 금융권 보안 요구사항을 모든 사용자에 적용
▪ VDI 환경 관리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혼란 최소화
– VDI 환경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IBM Cloud VDI Value

Why IBM Cloud VDI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IBM 베어메탈 서버와 무상 네트워크를 통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성 제공

•
•
•
•
•
•
•

성능/안정성

확장성/유연성

무상 네트워크

최신 서버 기반
고성능 및 안정성 보장

사용량 변동에 따라
동적 확장

Global Cloud DC 및
회선 무제한

기 보유 라이센스에 대한 BYOL
지원
Single-Tenant / Unmanaged
Hypervisor
특정 고객만을 위한 단독
물리환경 제공
고사양의 Processor 와 높은 Disk
I/O 제공
다양한 디스크
옵션(SATA/SAS/SSD) 및 RAID
구성
SAP, VMware 등의 워크로드를
위해 검증된 환경 제공
서버별 공인/사설NW를 최대 각
10Gbps Dual 까지 제공

•
•
•
•

•

Multi-Tenant / Managed
Hypervisor
고객 요건 별 최적화된 서버
조합(Flavor) 제공
Image Template 기능을
활용하여 쉽고 빠른 배포 지원
유연한 자원 확장을 위한 AutoScale 기능 지원
(옵션 선택시) Dedicated Host 를
지정하여 배포 가능

•
•
•

•
•

IBM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풀링
서비스
글로벌 60여개 이상 데이터센터
보유 (업계최초 6개 대륙 기반
서비스)
IBM 내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간
통신 및 센터 내부 네트워크 무상
제공
전용선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및
평균 40Gbps 이상(40G, 80G,
100G)의 전용 네트워크 구성
인바운드 전부 무료,
아웃바운드은 베어메탈의 경우
서버 당 아시아 최대 5TB, 미주
20TB 무상 제공

Any device

Any time

From anywhere

Persistent
desktops

Floating
desktops

Hosted
applications

IBM Cloud
✓
✓
✓
✓

성능,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확보
멀티 프로세스 CPU와 높은 I/O의 Disk 제공
IBM Cloud 60개 데이타 센터간 data 전송 비용 무상
100+다양한 BareMetal 전용 서버 제공으로 성능 간섭 현상 방지

IBM Cloud VDI Value

Why IBM Cloud VDI
클라우드 기반의 VDI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규 자원 생성 또는 변경 요청에 보다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IT 자원 유지

IBM Cloud VDI 기반 구축형 서비스 특징
• 1개 고객만을 위한 Dedicated Public Cloud BareMetal Servers 제공
성능 및 확장성

가용성 및 보안

유연성

호환성

관리 편의성

IBM Cloud VDI 장점

(IT자원을 다른 고객과 공유하지 않으며,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한 성능 확보)
• 모든 IT자원이 고객 요건에 따라 CSP & MSP에 의해 할당됨 (요건 변화에 따른 손쉬운 Scaling 가능)
• Hardware 스펙에 대한 투명성 (e.g. Processor Type, 데이터센터 위치)
• 전세계 6대륙 19개국 60개의 데이터센터

1. 국내 대기업에서 실시한 VDI PoC 성능 테스트 1위
(IBM Vs 4개 CSP사)

• Single-Tenant : ‘Noisy Neighbor’ 영향에 의한 시스템 성능 영향 없으며, 고객 주도 스케줄에 따른 Patch,

3. 구성 요소별 내역 : WINDOWS 10 표준

2. 비즈니스의 요구에 따른 빠른 대응
(빠른 Scale out/In 에 대응 가능)

Firmware 작업
• 안전한 고객 전용의 Private Cloud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 요건에 맞는 HA 기능 구현 가능

1) tpmC : 컴퓨팅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

• 다양한 가상화 옵션
– VDI (Pooled or Dedicated), Shared Published Desktops (non-persistent), 또는 Published Applications
– Vendor 옵션 : Citrix Xen Desktop 또는 VMware Horizon view

2) 메모리
→ 성능 보고서 분석에 근거한 최적 성능 및 빠른 배포
• AS-IS 대비 43% 여유

•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기반의 VDI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한 Application 및 사용자 데이터 이관

3) OS 스토리지
→ VDI 전용 SSD
• AS-IS 대비 370% 여유(Raw 용량 기준)

• 고객이 모든 VDI 기능의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옵션으로 VDI Admin. 서비스 제공
• 사용자 데이터 이관 서비스 제공 (옵션)
• Monitoring, 사용자 및 보안 관리 등을 위한 VDI Portal 구현 서비스 제공 (옵션)

• AS-IS 대비 7% 여유 및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

4) 사용자 데이터(NAS) 스토리지
→ Snapshot 라이센스 및 용량 포함
• AS-IS 대비 39% 여유(예상 Usable 용량 기준)

IBM Public Cloud Sales Promos

VMWare (Migrate)

Object Storage

RedHat OpenShift on
IBM Cloud (Build)

IBM Power Systems
Virtual Server on
IBM Cloud (Migrate)

20VM x 2 개월 무상 지원

90일간 IBM Cloud Object
Storage $1500 크레딧 제공

1 Instance x 12 개월 무상 지원

$20K 크래딧 x 2 개월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혁신 혹은
현대화하는 첫 단계로서 기존
워크로드를 손쉽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

IBM 클라우드 상에 안전하게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손쉽게
접근하여 고객이 언제나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모션 : 20 VMs* 2개월
무상지원과 워크로드 이전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

• 프로모션: 90일간 IBM Cloud
Object Storage $1500 크레딧
제공 (10TBs 상당)

• 대상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VMware를 사용하고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 하고자 하는 고객

• 대상: 클라우드 상에 중요 비정형
데이터를 쉽고 저장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고객

IBM Cloud상의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거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레드햇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으로서 IBM 클라우드
플랫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프로모션: Redhat OpenShift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2개월간 1
Instance 무상지원
• 대상: 클라우드 기반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고객

간단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AIX와 I Series 워크로드를 IBM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모션:
$20K상당의 크레딧*2개월과
워크로드 이전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
• 대상: Power AIX와 iSeries
installed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북미는 현재 사용가능, 유럽은 Q3
말 부터 사용가능)

Qualification : 프로모션별중복사용이안됩니다.본프로모션은2020.6.30일까지이며, Object Storage는90일간사용이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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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IBM 안심 지원 패키지 안내

<IBM 안심 지원 패키지 자세히 보기>

https://www.ibm.com/kr-ko/cloud/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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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ublic Cloud Values
Public Cloud 시장을 향한 도전

산업별 Workload에 대한
인사이트
IBM은 산업별 Enterprise Workload를

잘 이해하고 Cloud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를 수행하는 Cloud 제공업체입니다.

On-Prem과 동일 구성 가능
IBM Public Cloud은 On-Prem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Cloud를 제공합니다.

Red Hat 시너지

센터간 무료 사설망 네트워크

IBM Public Cloud는 Red Hat과

IBM Public Cloud는 데이터센터간의

협업하여 Open Source 기반의

사설망 네트워크가 무료로 제공되고

Containe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있습니다.

Open

Secure
Enterprise G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