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분산형 클라우드로
실현하는 미래

Sponsored By

Overview
사회 천신응 | CIO Korea 편집장
발표 미치오 카쿠 박사 | 미래학자 및 이론 물리학자
에드 앤더슨 VP | 가트너 Disinguished Analyst
표창희 상무 | IBM Cloud Platform 세일즈 리더

• 컴퓨팅의 미래, 비지니스 및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방안
• 신개념 분산형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IBM Cloud Satellit

신개념 분산형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IBM Cloud Satellite
Build Faster. Securely. Anywhere
표창희 상무

IBM Cloud, Sales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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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oud의 가치와 시장 전망
많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유연성, 효율성 및 기업 가치를 전략적으로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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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지만,
제약이…

특화된
보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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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 지연

운영
가시성

규정 준수 및
규제

인력 수급 및
일관성 확보

기업의 인프라 운영 환경과 Public Cloud의 한계
Public Cloud 활용 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대다수의 시스템과 데이터가 아직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I BM Cloud

온프레미스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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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Cloud의 출현
위치의 제약을 극복하고, Public Cloud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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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Cloud에 대한 IBM 접근 방향
IBM은 분산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느 환경에서나 일관적인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Public Cloud의 다양한 기능 이점과 고객 온프렘의 인프라 환경 유연성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범위의 I 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First 정책
I BM 클라우드를 통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일관적인 운영
I BM 클라우드를 어디에서나 사용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Openshift

I BM 클라우드의 I AM, 보안, 암호화 및 키 관리
디자인 및 역량 활용

고객이 오늘날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 자원에
대한 지원과 향 후 사용할 인프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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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Satellite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어디서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이 가능
Build Faster. Securely. Anywhere.
-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IBM Public Cloud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서 제공
- 모든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및 엣지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일관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어떤 위치에서든 툴 체인, 데이터베이스 및 AI를
포함한 공통의 클라우드 서비스 세트를 이용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API, 액세스 정책, 보안 통제 및
(산업) 규제 준수 제공 (’21하반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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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 IBM Public Cloud
IBM Cloud Satellite는 분산형 클라우드 개념 기반의 솔루션으로, IBM Public Cloud의 오퍼링들을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Public Cloud를 관리하는 IBM이 직접 Satellite로 구성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모든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및 엣지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일관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창에서:
멀티-하이브리드 그리고 엣지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 환경에
가시성과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인프라 옵션을:
어플라이언스, 온프레미스, 기타 클라우드 또는
엣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오직 Satellite 에서만:
귀사의 워크로드를 위한 강력한 이식성을 가진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 IBM Cloud Pak 및 Red Hat 마켓플레이스를 as-aService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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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Satellite의 장점
Public Cloud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위치의 제약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진정한 분산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멀티 클라우드

엣지

Red Hat
OpenShift

IBM Cloud
Databases

AI/ML

IoT

Blockchain

IBM Cloud

IBM Cloud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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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Concepts
IBM Cloud Satellite는 Public Cloud 서비스를 고객사 및 다양한 위치에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 코어와 실제 워크로드가
운영되는 Location으로 구분되며 Satellite Link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Red Hat OpenShift
on IBM Cloud (ROKS)

IBM Cloud
Databases

IBM Satellite
Enabled Services

…
DevOps

AI/ML

Config
(Razee)

M esh
(Istio)

Satellite
Host

Satellite
Host

…

Satellite
Host

Satellite Link

Bring your
Own
Infrastructure

I BM Cloud

Blockchain

Satellite Location

Satellite Core

Locations

IoT

Other Public
Clouds

GTS
Private
Managed IaaS

Cloud Pak
System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활용 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 Source: IBM MD&I survey of 270 IT professionals (2020.09)

지연시간(Latency) 요건 충족

데이터 레지던시

민첩성 부족

가시성 부족

Data데이터 처리는 데이터와
가까운 위치에서 이루어 져야함.
특히 AI 예측 분석과 관련된
작업 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낮은 지연시간이 필수적임

현지 규제에 따라 데이터가 해당
국가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규제 위반시 높은 벌금이
부과됨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엣지
등 여러 위치에 걸쳐 확산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개발
속도가 감소함

운영팀은 5~8개의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고,
각 사이트의 디지털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함

Satellite solution

Satellite solution

Satellite solution

Satellite solution

Data and AI services
where data resides

Data stays in place,
not in the cloud

Consistent dev tools
everywhere

Single pane of glass
across locations

로컬 메니지먼트

버전관리의 어려움

지역 분권형 운영관리는
자칫하면 일관성 없는 운영,
프로젝트 범위 확장, 과도한
협업으로 인한 업무 과중화로
이어짐

여러 인프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창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조정되어야
함

클라우드 인력 수급 및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
모든 위치에서 엔지니어링
인재를 찾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신속한 커스터마이즈 어려움
고객은 즉각적인 맞춤형
보고서를 기대하지만 복잡한
재무 모델링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발생함

Satellite solution

Satellite solution

Satellite solution

Satellite solution

Unified operations
from IBM Cloud

Rules-based delivery
for each location

IBM-managed cloud
services in locations

Analytics distributed
to locations

IBM Cloud Satellite : 유즈케이스
Satellite는 어떠한 워크로드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Public Cloud 서비스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있는 산업이나, Latency에 민감하여 전진 배치가 필요한 산업에 차별화된 장점을
가집니다.

•

•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

IBM Satellite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를 통합 관리

규정에 따라 데이터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객
민감한 데이터를 고객 센터에 유지해야 하는 고객

•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 및 베스트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엣지에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개선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및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고객 센터에 보관 가능

•

고객 자체 인프라, IBM 제공 인프라, 파트너 제공 인프라,
기타 클라우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연한
호스트 옵션 제공

AI, 실시간 분석 등 핵심 워크로드가 저지연을 요구하는 고객
엣지 서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

단일 창에서 다른 클라우드 위의 워크로드를 실행, 관리
및 모니터링

온프레미스, 엣지, 멀티클라우드에 걸쳐 복잡하고 분산된
시스템 환경을 가진 고객
원격 사업장 간 연결성을 제공하고,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

•
•

컴퓨팅 자원이 있는 위치에서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지연시간 단축

IBM Cloud Satellite : 카탈로그 및 대시보드
IBM Cloud Satellite는 MZR(멀티존 리전) 기반의 관리 콘솔을 제공하며, 별도의 카탈로그와 고객별 관리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IBM Cloud Satellite 카탈로그 예시

IBM Cloud Satellite 대시보드 예시

•
•

비용 최적화
Time to market 단축

•
•

지연시간 단축
데이터 보안 규제 충족

•
•

운영 및 관리 일관성 제공
가시성 제공, 운영 분산화 감소

•

Satellite 서비스 자원에 대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 등을 IBM 책임하에 관리
기업 내부 리소스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
션에 집중하여 운영 부담 감소

•

IBM Cloud Satellite Enabled Service
Public Cloud 카탈로그 내에서 Satellite-Enabled 서비스를 별도로 관리해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IBM이 제공중인 Public
서비스들을 카탈로그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Satellite가 구성되어 있는 어느 환경에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Satellite-enabled

•

Red Hat OpenShift on IBM Cloud

•

IBM Cloud Pak for Data as-a-Service

•

Certified storage drivers

•

Cloud Paks: Data, Applications, Integration,
Multicloud Management

•

Software from IBM Cloud Catalog, Red Hat
Marketplace & IBM Edge Application Manager

•

GTS Satellite Infrastructure Service

•

IBM Cloud Pak System 및 파트너 어플라이언스 장비

•

온프레미스 인프라

•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 AWS, Azure, Google

•

IAM, 키 관리, 인증관리, 로깅, 모니터링, 보안 및 컴플
라이언스 관리

Satellite-enabled
Satellite-enabled

IBM Cloud / © 2021 IBM Corporation

*GA 이후 지속적으로 카탈로그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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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Case1. 신규 시장 진입
Objective

•
•
•
•

Solution

•
•
•

전자결제 솔루션 회사
타 국가로 신규 진입을 고민 중
데이터 규제 및 성능 문제로 결제 관련 데이터는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함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Capex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중앙 관리를 통한 운영 편리성 확보
고객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지역 내부 보관
보안 일관성 및 규제 대응

기존 시장

APP

신규 시장

Data

APP

Data

IBM Cloud Satellite

고객 인프라

Key outcome
고객 인프라

•
•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빠르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비용 절감

Use case
Case2. 데이터 사일로 해소
Objective

•
•
•

Solution

•

전 세계에 지역 판매점 및 유통 센터를 가진
인테리어 제품 판매 회사
수십만개의 SKU를 관리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음
재고관리 및 예측 시스템 활용성 높이기 위해 분산된
모든 매장의 재고관리 시스템 통합 원했음
판매점 및 유통 센터별로 온프레미스, 엣지, 클라우드
등 복잡한 환경에서 운영하던 재고관리 솔루션을 IBM
Satellite를 활용하여 하나로 통합
소매점 A
재고관리
시스템

본사

재고관리
시스템
IBM Cloud
Satellite

데이터센터

해외 소매점
엣지
인프라

유통 센터
재고관리
시스템

데이터센
터

재고관리
시스템

퍼블릭
클라우드

Key outcome
•
•

재고 관리 효율화
데이터 통합 및 활용으로 수요 예측 등 인사이트 도출

Use case
Case3. 분산된 지리적 사이트에 대한 일관성 확보
Objective

•
•

수십개의 국제 항구에서 IT운영을 하고 있음
이미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개발 및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Solution

•
•
•

공통 컨테이너 이미지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세트를 사용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성을 보장
단일 운영 대시보드를 통해 중앙화 된 관리를 가능하게 함

단일 운영 대시보드
App A

App B

Location A

App C

App D

Location B

App A

App E

Location C

Key outcome

IBM Cloud Satellite
Location A
App A

App B

Openshift

Location
B App D

App C

Openshift

Location
C App E

App A

Openshift

•

각 항구마다 중복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제공

Launch your own
Satellites
ibm.com/cloud/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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