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Power Systems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통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의 완전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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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세계에서 복잡성은 새로운 현실입니다
최신 IT 환경은 점차 사설 클라우드 리소스와 공용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어느 워크로드와 서비스가 가장 잘 맞는지

81%의 기업이 동적 아키텍처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얻기

있습니다.

파트너가 상호연결된 네트워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전략에 따르고 있습니다.1 이때,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행착오 과정이 될 수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된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유연성에도

기업이 자신의 하이브리드 환경(사설 클라우드 리소스와

1. 레이어에 레이어를 겹친 통합

교체하면 IT 복잡성의 그물에 예상하지 못한 부산물이

기본적인 복잡성이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기업은 클라우드와 같이 기능하는 IT 구조를 따라 공용,

사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다양한 측면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한 곳 이상의 공용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각 공급자는 여러 개의

아키텍처 전체에 대해 서비스와 리소스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2. 진행 중인 시도

여러 개의 클라우드 공급자 혼합으로 구성된 해당 기업의
독특한 구성)을 확장시키고 워크로드를 지속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복잡성을 단순화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복잡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예 -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하여
하이브리드 환경 전체에서 워크로드를 앞뒤로 끊김없이

이동하면 프로젝트를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워크로드와 서비스에 맞는 “올바른 장소”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기업은 공용 클라우드와 같은 한 곳의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배포한 후, 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공급자의 공용 클라우드나 온 프레미스 환경 등의 다른

곳으로 마이그레이션시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를도입한

단일 조직에서 평균

의응답자가 내부 사설
클라우드를 일정 정도 사용합니다1

는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2

91%

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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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에는 강력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IBM® Power Systems 아키텍처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단순화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Power Systems는 3개의 독특한 구성 요소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주문 방식 용량: 주문 방식 용량을 사용하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수요

변동이 심한 경우 컴퓨팅 용량과 메모리 등의 추가 리소스가
제공됩니다. 사용 내역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량제로 과금하므로 유휴 워크로드에
대해 즉각적인 절감이 확보됩니다.

2. 탄력적인 클라우드 배포: 탄력적인 클라우드 배포 모델을
통해 온 프레미스 또는 공용 클라우드인지무관하게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끊
 김없는 클라우드 관리: IBM Power Systems는

VMware® vRealize, SAP Landscape Management 등의

최정상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및 Hat® OpenShift®

와 같은 업계 최고의 PaaS(Platform-as-a-Service) 기술을
결합한 통합 클라우드 관리 콘솔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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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9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세계를 최적화합니다
POWER9 ™은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엄격한
성능 수요에 맞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최신 클라우드 환경, 도구 및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Systems 클라우드

솔루션의 유연성과 선택 기능을 통해 수요에 가장 잘 맞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BM PowerVC는 SDI(소프트웨어 방식 인프라) 전체에 대해
클라우드 유사 기술 배포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방식 네트워킹

최고의 유연성과 I/O 가속기 속도를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
리소스를 가상화합니다.

IBM PowerVC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각 POWER9 서버에는 IBM PowerVC가포함됩니다.

스토리지 리소스에 접근 및 연결합니다.

IBM Power 서버를 위한 광범위한 가상화와 클라우드 관리

기능이 제공되므로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가상
머신(VM)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IBM PowerVC를
사용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 표준화 VM의 신속한 가동 설정 및 완료 시 종료

전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플래시 스토리지와 같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방식 컴퓨팅

IBM PowerVM® 또는 Power의 KVM(커널 기반 가상 머신)

을 통해 각 플랫폼과 워크로드에 맞는 적절한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합니다.

–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모

든 VM을 이동하여 끊김없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민첩
성 제공

– 여러 대의 하이퍼바이저에 손쉬운 액세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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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owerVC는 3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OpenShift을 위한 IBM Cloud Paks

IBM Cloud Paks에는 Cloud Automation Manager 및

IBM PowerVC Standard Edition: IBM Power Systems

Systems에서 지원되므로 클라우드 고유 앱의 신속한 빌드,
배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환경에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고유 마이크로서비스

이 모든 환경에서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 VM을 손쉽게 시작, 중지,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 내에이 같은 리소스가 있는 장소는

VMware vRealize Suite

vRealize 운용: 각 VM 내부에 에이전트를 배치하여 각

이미지의 표준 라이브러리로부터 전용 워크로드를 프로비저닝할

IBM Cloud Paks™와 함께 모든 클라우드로 핵심 비즈니스

IBM은 전체 IBM Power Systems, x86 서버0 IBM Z® 환경에서
앱과 인프라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VMware와 협력 관계를 통해

제공하므로 성능을 개선하고 절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DI를 위한 IBM Cloud PowerVC Manager: IBM Cloud

통합 레이어에 더하여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에서 실행되는 모든 OS에서 VM의 전체 종단간 수명 주기 관리를
제공합니다.

IBM Cloud PowerVC Manager: IBM PowerVC Standard

Edition에 구축된 IBM Cloud PowerVC Manager는 사용자가
수 있는 포털을 제공합니다.

PowerVC Manager와 IBM Spectrum® Scale을 번들로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방식 솔루션의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OpenShift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며, IBM Power

컨테이너화 리소스를 관리 및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무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는 개방, 고속 및 안전성이 개선된

기업용, 컨테이너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각 Pak에는 공용
컨테이너화 IBM 미들웨어와 오픈 소스 구성 요소 그리고 공용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IBM Multicloud Manager 등의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인프라 투자를 활용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등) 구축을 위해 VM 및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Realize Suite를 제공합니다.

VMware vRealize Suite는 2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통해

여러 개의 아키텍처 전체에서 유사한 수명 주기 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vRealize Automation: IBM AIX ®, IBM i and Linux ®
에서실행되는 VM의전 체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제 공합니다. IBM PowerVM 또는 KVM 활용.

대기 또는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맞는 상세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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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ystems으로 최신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세계에서 성공하십시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신중한 접근법이

리소스 관리 및 소비를 완벽하게 제어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아키텍처를 확장하려는 경우, 자체 혁신의

Systems 솔루션을 통해 전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필요합니다. 귀사가 ad-hoc 방식으로 여러 곳의 다양한

속도가 느려서 곤란해지거나 불필요한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IT가 전체 온 프레미스 및 여러 곳의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하는 경우, IBM Power Systems가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안전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멀티클라우드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실현합니다. IBM Power
경험의 단순화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POWER9 서버를 사용하여 인프라 안전성을
제고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귀사의
IBM 담당자 또는IBM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연락합니다.

1. 출처: Forrester Data Global Business Technographics Infrastructure Survey, 2017년
2. 출처: RightScale 2018년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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