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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의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이필수인시대에서, 

클라우드는 DT의핵심기술로서높은성장세가예상됩니다.

CLOU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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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클라우드

• 원격 근무

• 가상화폐

• 핀테크

• 원격수업

• 가상실습

• 자율주행

• 스마트팩토리

• 디지털 발전

•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팜

• 농수산경영체

• 원격진료

• 헬스케어

공공

금융

교육

제조

에너지

농수산

의료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Prologue 3이노그리드통합제품소개서

전 산업분야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빠른 속도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중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으로의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은

선택이아닌필수



클라우드서비스가치02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인공지능(AI) 기반산업혁신을촉발하는

디지털경제의핵심인프라

코로나19 상황에서재택근무, 온라인교육등

경제·사회활동을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급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가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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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 ICT 기반 구축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발전

클라우드의
중요성과미래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산업혁명사회의핵심기반으로서,

미래 ICT 기반구축의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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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클라우드장점

특징 설명

자원활용성제공
(비용 절감)

• 업무부하를토대로필요한사용량만을할당
(자동화된 관리 도구에 따라 필요시 추가 할당)

• 여유자원의타시스템활용

정보자원표준화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다양한정보자원운영에따른비효율성제거

• 표준화를통한정보시스템관리자동화

• 범용환경에적합한하드웨어도입기준마련
(x86 서버 중심)

시스템자동화
(운용 효율성 향상)

• 패키지(OS + 가상자원 + SW) 기반 VM 배치

• 템플릿기능등을통한사용자정의기반
서비스인프라구축가능

클라우드도입효과

특징 설명

서비스제공시간단축

• HW 사양, SW 버전별템플릿화제공

• 서버신청 / 승인 / 생성 1일 내가능

(인프라 확충 필요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신속성)

시스템가용성향상
• 서버의논리적, 물리적 Cluster 구성

• 서버장애시자동 Fail-over 기능으로고가용성보장

시스템확장성보장

• 서비스폭주시서버(가상머신) 복제및수평확장
인프라제공

• 인프라자원의대규모배포용이

최적 SW stack 제공
• 다양한기관, 조직, 고객요구사항수용이가능한
서비스카탈로그제공

경제성향상
• IT 인프라통합을통한서버대수, 상면/전력비용절감

• 불필요한 IT 인프라구축계획감소로경제적예산사용

기타

• 셀프서비스포털을통한필요 IT 인프라설정용이

• Big Data, IoT 등트랜드기술에대응가능한인프라
제공 (I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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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손쉽고 즉각적으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정보자원 제공 기술

What is
Cloud Computing?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
물리인프라에기반한정보시스템을

가상화

사용자 기업및기관
Device

(HTML5-based)

서버

네트워크장비
시스템 SW보안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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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세계퍼블릭클라우드시장규모 (END-USER 지출 규모 기준) 출처 : 가트너

출처 : 가트너국내클라우드시장규모

• 대용량의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기업용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

•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성장 중이며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2022년에는 84% 증가한 약 3,641억달러로 전망

•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교육,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각광받으면서 클라우드, 영상회의 솔루션 등 관련 기술 성장

•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8%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3조 7,238억원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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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84%,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 예상

국내클라우드
시장의성장

클라우드도입은세계적추세로
지속적으로확대되며 COVID-19는

클라우드를더욱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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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달러

1,500

2,000

2,500

3,000

2017

1,453

3,500

4,000

2018

1,967

2019

2,427

2020

2,579

2021

3,069

2022

3,641

억원

1조 5,000

2조

2조 5,000

3조

2018

1조 9,406

3조5,000

4조

2019

2조 3,427

2020

2조 7,818

2021

3조 2,400

2022

3조 7,238



Opportunities

COVID-19 이후클라우드사용계획변화 출처 : Flexera클라우드서베이 2020,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재인용

출처 : Gartner, 코스콤및언론기사재인용국내퍼블릭클라우드시장규모

• Flexera의서베이에따르면, COVID-19 이후응답기업의 57%가이전

대비사용량상향으로계획을변경

"COVID-19는클라우드서비스도입속도를가속화시키는기회로작용"

•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에 따라 멀티 클라우드 전략(복수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서비스, 하이브리드 방식) 도입이 확대되어 프라이빗 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국내퍼블릭클라우드시장규모는 2022년약 3.7조원이예상되며 2019년대비 CAGR 16.7%의성장률전망"

(단위: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SaaS 9,621 11,673 13,668 15,745

IaaS 6,969 8,288 9,799 11,475

100

50

0%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2%
4%

37%

13%

주)대기업은 직원 수 1천명 이상인 기업

소폭하향

대폭하향

소폭상향

대폭상향 2% 2%
9% 8%

29% 31%

30% 26%

7이노그리드통합제품소개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클라우드의 수요로 가속화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은

이노그리드의 Level up 기회

최적의클라우드
사업기회

산업의디지털화로시작된
클라우드시장의성장세와더불어

COVID-19는 최적의클라우드

사업기회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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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STORY

이노그리드는 10년이상클라우드핵심기술개발에아낌없는투자를지원하였으며, 

그결과자체기술력확보, 다양한클라우드제품의사업화성공으로

국내대표클라우드기업으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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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대표이사소개

(현) 한국 SW/ ICT 총연합회공동의장(이사)

(전)과기부-부산광역시예타기획위원장

(현)한국공개소프트웨어이사사

(전) 과기부 - 클라우드기본계획기술&산업생태계분과위원(1,2,3차)

(현)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이사사

(전) 건국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교수

(현) 공개 SW 개발자센터운영위원

(전) 시드니대학교 Visiting Scholar

(Center for Distributed Computing System)

(현) 과기부, 산자부 R&D 기획위원

(전)한국천문연구원연구원

(주)이노그리드

대표이사 김명진

회사명 (주)이노그리드

대표이사 김명진

설립일 2006년10월2일

자본금 17.2억원(2021년 12월기준)

임직원 수 145명(2022년 7월 현재)

주소 [본사] 서울시중구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10층 (을지로2가 203)

[중부지사]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동로75번길85-30 (노은동 549-5)

공식홈페이지 http://www.innogrid.com

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 http://www.cloudit.co.kr

주요사업 클라우드솔루션,클라우드서비스, 클라우드 SI, ICT 특화사업

홈페이지

자사 솔루션 중심의 Cloud Data

Center Centric 기반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국내대표
클라우드기업
이노그리드

2006년 설립이후 10년 이상
클라우드핵심기술에대한

집중적인 R&D 분야투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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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법인설립후
토종클라우드기술연구및제품출시

검증된클라우드기술로매출향상및
클라우드신서비스확장추진

클라우드솔루션관련인증및수상으로
클라우드기술과제품에대한공신력확보

• Cloudit™의 미래부 '신SW상품대상' 수상(2014)

• 미래부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기업·선정(2014)

• Cloudit™ GS인증 획득(2014)

• Cloudit™ 3 출시(2014)

• Cloudit™ 2 출시(2012)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상용화(2012)

• Cloudit™ 1 출시(2011)

• INNO-BIZ 기업 선정(2010)

• 업계 최초 녹색기술인증 획득(2010)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차세대 방송 플랫폼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2009)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2007)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확인(2007)

• 법인 설립(2006)

• 김명진 신임 대표이사 취임(2018)

• Cloudit™ 5 GS인증 1등급 획득(2018)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성능 확인제 인증(2018)

• Openstackit™ V1.0 출시(2018)

• 나라장터(조달청) 등록(2018)

• GPU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2017)

• Cloudit™ 5 출시(2017)

• 국내 최초 서버가상화 유형 CC인증 획득(2017)

• 한-EU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2017)

• 미래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017)

• Cloudit™ 4 출시(2017)

• 클라우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VICS 출시(2016)

• 최초 클라우드 솔루션 보안기능확인서 획득(2022)

• TabCloudit v1 GS인증 1등급 획득(2022)

• SECloudit v1 GS인증 1등급 획득(2022)

• Openstackit v2 GS인증 1등급 획득(2022)

• '쿠버네티스 서비스 인증 기업(KCSP)' 자격 획득(2022) 

•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IaaS, MSP 부문 획득(2021)

•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사업 파트너십 체결(2021)

• 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2021)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1차) 수주(2021)

• 1금융권(우리은행) 클라우드 사업 수주(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우수 혁신 제품 지정 및 인증(2020)

• Cloudit™ V5 3종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CT 클라우드 산업대상 '대상' 수상(2019)

• Openstackit v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1등급 획득(2019)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파스-타 레디' 전문기업 선정

Cloudit을 시작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자체 기술력 확보와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 출시 및 사업화

성공으로 도약기에 진입

클라우드전문
대표기업으로
성장

10년 이상의클라우드핵심기술
개발및사업화를통해클라우드

전문대표기업으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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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it v1

Cloudit v2

Cloudit v3

Cloudit v4

Openstackit v1

Cloudit v5

퍼블릭 GPU 서비스

TabCloudit v1

GPU Cloud

이노그리드 vision 2025+ 선언

공공전용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

Openstackit 2.0

TabCloudit 1.5

SECloudit 1.5

DT 기반솔루션

AI-Centric CDC

2021

SECloudit v1

설립기(2006~2014) 성장기(2015~2018) 도약기(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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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업 주기

전 영역(R&D부터 A/S까지)과

사업 확장(IaaS, PaaS, SaaS 및

XaaS)을 모두 자체 수행 가능

클라우드사업
자체수행가능한
조직구축

클라우드사업의수평적&수직적
확장에필요한조직구축완료

03

클라우드컴퓨팅연구소R&D 그룹 클라우드컴퓨팅연구소수행그룹 사업&영업그룹

경영전략그룹

PaaS 기술지원팀 퍼블릭사업팀R&D 기획 1팀 솔루션기획팀 인프라솔루션영업팀디자인팀 사업관리팀 융합영업팀

IaaS 기술지원팀 매니지드서비스팀R&D 기획 2팀 솔루션아키텍트팀 플랫폼솔루션영업팀퍼블리싱팀 클라우드수행개발팀 지역영업팀

데이터플랫폼사업팀 클라우드컨설팅팀

신기술컨설팅팀

인프라기술지원팀 마이그레이션팀R&D 사업화지원팀 솔루션어드바이저팀 지역영업팀커뮤니케이션팀

대표이사

품질보증팀

IaaS 솔루션

CMP 솔루션팀

DevOps 팀

PaaS 솔루션팀

PaaS-TA 팀

지능형클라우드개발팀

총 인원 : 145명

연구개발인력 102명(71%)

※ 기준일 : 2022년 7월 21일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전략본부

인사&총무팀 경영전략팀 재무회계팀 R&D 관리팀

클라우드R&D개발센터 차세대 R&D 기획본부 BXD 본부 솔루션기술지원본부 솔루션매니지먼트본부 클라우드사업수행본부 클라우드퍼블릭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클라우드융합사업본부

ICT사업본부 DX 전략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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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2 210 200

국내소프트웨어
최초

다수클라우드인증

2018년대비
매출 5배

임직원 4배증가

2009년부터
12년의토종

클라우드 분야업력

특허, 인증, 수상등
210종의검증된
품질·성능보유

국내 200여개의
클라우드도입

고객및사례공유

공공기관, 연구소, 교육,

대기업, 지자체, 금융,

민간기업등 200여개의

고객에게클라우드솔루션,

서비스제공

2020년12월기준
2018년대비매출5배

이상증가

2022년7월기준 145명
소프트웨어기업최초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진행중
(IaaS, 2023년)

국내클라우드솔루션최초
보안기능확인서획득

자사클라우드솔루션
클라우드잇으로서버가상화
관련 CC 인증획득완료

자체기술기반

클라우드솔루션보유

(클라우드잇, 오픈스택잇,

퍼블릭클라우드잇,

탭클라우드잇,

SE클라우드잇, SAi-Da,

FlexTabCloud 등)

SW저작권등록 110건

수상 12건

클라우드관련특허출원
총 48건(특허등록 23건)

상표출원총 25건
(상표등록 20건)

품질인증 15회
(디지털 서비스 4건 포함)

2009년 클라우드 사업

시작 이후부터 국내 클라우드

대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 발전 중

클라우드자체
핵심기술에대한
다양한사례보유

클라우드자체핵심기술에대한
다양한&최초인증, 수상및

고객사례를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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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및수상실적 13이노그리드통합제품소개서

고객이 클라우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및

기술 안정성에 있어 경쟁 우위 확보

클라우드서비스의
공신력과경쟁
우위확보

전문공인인증기관인증취득을통해
이노그리드의클라우드솔루션과

서비스의공신력입증

05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GS인증)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

SE클라우드잇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GS인증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08.01]

보안기능확인서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잇으로

국산 클라우드 솔루션 최초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한국시스템보증 – 22.08.25]

쿠버네티스서비스

기업인증(KCSP)

쿠버네티스 전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 인증 획득

[CNCF-LF - 22.02.25]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GS인증)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

탭클라우드잇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GS인증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08.25]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GS인증)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

오픈스택잇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GS인증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04.0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인증서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잇으로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 20.07.31]

디지털서비스

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CP – 2021.8.27

카카오 – 2021.10.28

NHN – 2021.12.29

KT – 2022.05.27 

삼성SDS – 2022.07.26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GS인증)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잇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GS인증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7.12.04]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서

퍼블릭 클라우드잇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획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 21.06.25]



R&D 중심의기술회사

R&D 투자금액및비율

14이노그리드통합제품소개서

기술인력비중

기술인력경력현황

※ 2022.7월기준/영업부문은컨설팅조직포함

경영지원8%

기술인력71%

영업21%

선임연구원67% 이상

연구원이하 33%

선임연구원17%

책임연구원25%

수석연구원이상25%

지속적인 R&D 투자를통한클라우드핵심기술확보와
클라우드솔루션및융합서비스를위한혁신제품개발추진

R&D 투자금액

5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00

1,500

※단위 : 백만원

783
826

1,080

1,160

1,375

1,800

2,000

0

전체 임직원의 2/3이상이 R&D

인력으로, 해당 인력의 67%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구성되는 등

우수한 R&D 역량 보유

우수한 R&D 인력
중심의역량보유

우수한 R&D 인력을중심으로
연구개발에집중한결과,

높은실적성장세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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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차세대R&D수주역량

도메인적용확장

솔루션고도화및
사업확장

최근 5년간정부 R&D 수행현황 단위:백만원

15이노그리드통합제품소개서

신규수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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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사업명 총사업비 자사사업비

2022.04.01 - 2026.12.31 이동형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연의료 5G 엣지 컴퓨팅 SW 개발 8,200 1,110

2022.05.01 ~ 2022.12.3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반려견, 반려묘 건강정보 데이터) 1,600 670

2021.05.01 ~ 2021.12.31 반려동물 질병 진단을 위한 영상 데이터 3,800 2,679

2021.04.01 ~ 2023.12.31 비대면 원격 디지털 협업을 위한 SW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4,125 1,031

2021.04.01 ~ 2022.09.30 위치 기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시스템 525 165

2020.10.01 ~ 2022.12.31 스마트해양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 1,700 450

2020.05.01 ~ 2025.04.30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보급형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실증 24,400 800

2020.04.28 ~ 2025.12.31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관리 기술 개발 22,389 1,216

2020.04.01 ~ 2023.12.31 10msec 미만의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는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SW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12,000 900

2020.04.01 ~ 2023.12.31 클라우드 엣지 기반 도시교통 브레인 핵심기술 개발 10,600 570

2020.04.01 ~ 2021.12.31 인공지능 기반 수의 영상 의학 정보 판독 SaaS 기술 개발 720 0

2019.07.31 ~ 2022.12.31 위치서비스 기반 장애인 이동성 보장 시스템 기술 개발 1,319 457

2019.07.01 ~ 2020.02.28 2019년 클라우드 기반 창업을 위한 개발지원 플랫폼 운영 사업 720 339

2019.04.01 ~ 2022.12.31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의 활용·확산을 극대화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900 820

2019.04.01 ~ 2021.12.31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서비스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2,934 1,984

2018.08.31 ~ 2022.12.31 스마트시티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및 핵심 기술 개발 8,257 451

2017.11.20 ~ 2020.08.31 클라우드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 1,550 522

2017.04.01 ~ 2019.12.31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와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간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신뢰성 보장 기술 개발 4,156 570

2016.08.01 ~ 2016.11.30 다목적 컨테이너 워크로드 서비스를 위한 다중 컨테이너 클러스터 배포 관리 솔루션 개발 225 160

2016.06.01 ~ 2018.07.31 모바일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지역 간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1,800 300

2016.04.01 ~ 2018.12.31 이종 다수 클라우드 간의 자동화된 SaaS 호환성 지원 기술 개발 900 180

2015.11.01 ~ 2016.10.31 HPC 클라우드를 위한 컨테이너 기반 고성능 서버 가상화 기술 개발 79 68

2015.10.01 ~ 2018.09.30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업을 위한 SaaS Aggregation 기술개발 2,400 1,445

누적수주금액 115,299 16,887

IoT

수의영상

장애인
복지

Smart
City

건설

정부 R&D 수행을 통해 자체 솔루션

고도화 및 클라우드 기반 융복합

사업 기반 마련

클라우드핵심
기술개발을위한
다양한 R&D 수주

최근 5년간약 150억원 규모로
차세대클라우드핵심기술개발을위한

다양한정부 R&D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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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는다양한클라우드솔루션들의집합을통해프라이빗클라우드인프라구성및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 구성을위한최적의 Cloud Full Stack 제공합니다.

SOLUTION STORY



Innogrid’s Solutions

순수 자체 클라우드 기술력으로 개발한

IT인프라의 효율성 및 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인원 클라우드 솔루션

오픈소스 기반의 SDC, SDN, SDS 구성으로

SDDC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통합된 단일 U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개발, 실행,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플랫폼

사용자 중심 UI/UX를 통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운영관리 솔루션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융합 플랫폼

시스코의 HCI인 HyperFlex와

통합운영관리 솔루션인 TabCloudit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한국형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향후 IT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는
클라우드환경구축

Cloud Full Stack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노그리드 솔루션들의 조합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유연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효율화 안정화 간편화지능화

미래 ICT 기반 구축의 핵심 기술인 Cloud Full Stack 보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부터 통합운영관리까지 가능한 솔루션

뿐만 아니라, 지능형 AI/Bigdata 분석 솔루션까지 보유

17이노그리드통합제품소개서

미래 ICT 기반
구축의핵심기술인
Cloud Full Stack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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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grid’s Solutions

자사 솔루션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클라우드생태계 기반 조성

Advanced Cloud
Management
Solutions for
AI-centric
Data Center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구축,

운영관리가가능한솔루션 제공

01

프라이빗클라우드인프라구성및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 구성을위한

최적의 Cloud Full Stack 제공

퍼블릭클라우드인프라

지능형응용 SW

클라우드플랫폼

통합운영관리플랫폼

클라우드인프라



Core Solutions & Services

Innogrid Cloud Matrix Platform(ICMP)

이노그리드솔루션

가상머신
라이프사이클관리

가상네트워크관리 블록스토리지

템플릿관리 IP 관리 씬프로비저닝

스냅샷관리 부하분산 블록/파일/오브젝트

컴퓨팅관리 네트워크관리 스토리지관리

버전및이력관리 배포이력관리및롤백 빌드시스템관리

IDE 연동 스케줄러배치지원 종속성관리

소스코드분산저장 소프트웨어도구연동 자동화프레임워크

형상관리 CI/CD Pipeline 빌드/테스트

가상머신배치관리 고객서비스 미터링 /빌링

템플릿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최적화

라이프사이클관리 서비스최적화 사용량분석

컴퓨팅관리 서비스관리 통합관리

Cloud Virtualization Layer

IaaS Solutions

Cloud Platfrom Layer

PaaS Solutions

Management Service Layer

Management Service Provider

AI-Centric

Cloud Management Platform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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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용자관리
(사용자/관리자)

통합인프라관리
(물리/가상)

컴퓨팅관리 CI / CD Pipeline 관리 컨테이너관리 정책 / 권한관리 통계 / 리포트

통합대시보드 템플릿이미지관리 네트워크관리 DevOps 개발환경지원 서비스카탈로그 자동화관리

통합모니터링 / 통계 서비스오케스트레이션 스토리지관리 빌드 / 테스트 형상관리 자원풀관리 성능관리
ICMP 내 클라우드 전 영역

(IaaS, PaaS, CMP 등)

솔루션&서비스 라인업 구축

Innogrid Cloud
Matrix Platform
(ICMP) 구축

이노그리드만의 Inngorid
Cloud Matrix Platform

(ICMP)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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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

"CLOUD + IT의합성어로

클라우드의모든것(Everything)의미"

5.0 버전출시일 : 17년 6월

• 자체 개발한 올인원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CMP

"키보드의 'Tab'키를상징하여서로다른클라우드
서비스간자유롭게이동이가능하다는의미"

2.0 버전출시예정일 : 22년 12월

• 최적의 멀티 클라우드 운영관리 솔루션

IaaS

"OPENSTACK + IT의합성어로
오픈스택의모든것(Everything)의미"

2.0 버전출시일 : 21년 10월

• 오픈소스 기반 올인원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PaaS

"Shift+Enter 합성어로개발자에게
새로운환경과경험을제공한다는의미"

1.5 버전출시일 : 22년 9월

• 오픈시프트(Openshift) 및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반의
PaaS 환경 운영 포털 솔루션

AI·빅데이터플랫폼

"클라우드기반 AI 빅데이터기술융합으로
Full Stack Service 제공이가능한플랫폼"

1.0 버전출시일 : 21년 7월

• BigData/AI와 Cloud 환경을 통합 함으로서
기술 융합 서비스를 제공

HCI

"이노그리드클라우드포탈과
Cisco HyperFlex인프라통합패키지제품"

1.0 버전출시일 : 21년 3월

•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고,
우수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한국형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Public

"자체개발클라우드솔루션을활용한
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제공"

서비스출시일 : 12년

• 공공 CSAP 인증 G-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출시예정)

kakao i cloud installable

"고객사 IDC환경에전용클라우드환경구축이
가능한이노그리드와카카오협업솔루션"

서비스출시일 : 21년 7월

• Openstackit 기반 IaaS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 및 클라우드 관리 포털 제공

• 다수의 공공/정부/기업 구축사례를 보유한
올인원 클라우드 솔루션

• 다양한 이기종 클라우드의 원포인트 관리
환경 제공• 클라우드잇 운영 노하우 기반 사용자 경험

(UX) 극대화 솔루션 • K8s 워크로드 관리 기능,
DevOps 특화 기능, PaaS 특화 기능 제공

• 유연한 UI/UX 기반의 편리한 Serving 구현
환경으로 DevOps 환경 제공 • 컨트롤러 기반의 SDDC 인프라 구축 지원

• AI-Centric Public GPU 기반의 고성능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물리 인프라와 클라우드 솔루션을 고객이
함께 구매하는 형태

이노그리드 대표 프라이빗

IaaS 솔루션인 클라우드잇을 기점으로

CMP, PaaS 솔루션 및 Public 서비스로

라인업 확대

Cloud Full Stack을
지원하는솔루션및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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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클라우드를위한풀스택(Full Stack) 
플랫폼을제공합니다.
Cloudit™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워크로드 자동화와 간편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의 편의성 증대
IT인프라 환경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확장 가능한 Cloudit™

기술 검증 경험
- - -

클라우드 연구개발 10년 보안기능확인서, GS인증을 부산광역시/KOTRA/국민대 등
노하우가 반영된 모두 보유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안정적인클라우드솔루션 국내유일의클라우드솔루션 대규모레퍼런스보유

• IT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

•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워크로드 자동화

•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Cloudit 제품소개서 22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여

IT인프라의효율성및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인원클라우드솔루션

Cloudit과함께하는
진정한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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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특장점

Speciality & Features

편의성향상

• 최신 웹표준 기술 (HTML5) 적용

• 사용자친화적이고, 직관적인웹 UI 구성

• 통합대시보드 & 실시간모니터링을 통한실시간 운영관리

인프라확장성

• 사용자요구에맞는즉각적인 인프라자원증설

• 스냅샷및템플릿을활용한 신속한대규모프로비저닝 제공

안정적인프라

• 네트워크서브넷, 보안그룹등클라우드 보안환경지원

• 클라우드운영서버 장애시서비스연속성을 위한
HA(High Availability) 기능지원

• 가상자원의 생성, 변경, 삭제전주기의라이프사이클 관리지원

Cloudit 제품소개서 23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물리, 가상

인프라 관리 및 제어를 통한

안정적인클라우드운영관리지원

Cloud Full Stack
Solution Clo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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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증서

조달청우수제품으로지정
(조달청, 15.07.03)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인증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07.31)

Cloudit의인증(Certificate)

퍼블릭클라우드잇
클라우드서비스확인제획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21.06.25)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인증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7.12.04)

Cloudit 제품소개서 24

다양한 제품인증을 통해 검증된

클라우드 솔루션의

보안및안정성확보

공인인증기관의
검증된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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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GS인증)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지정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확인서

보안기능확인서획득
(한국시스템보증, 22.08.25)

보안기능확인서



제품라인업(Solution Edition) Cloudit 제품소개서 25

STANDARD EDITION
중소·중견기업용클라우드구축/기관용클라우드구축

• 4차 산업혁명 대비

• 스마트 업무 환경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화 지원

ENTERPRISE SUITE
대기업등대규모클라우드구축

•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미터링, 빌링 지원

ENTERPRISE EDITION V5
조달청나라장터등록제품

• Enterprise Edition : 서버 가상화 기능 제공

• Enterprise Core Edition : 관제 기능 강화

• Enterprise Plus Edition : 대규모 및 R&D 기관 대상

R&D EDITION
연구기관, 학교용클라우드구축

• SW교육 실습 환경/혁신적 서비스 개발

• 클라우드 GPU 활용

고객의 다양한 선택 폭을 고려한

Cloudit™ 솔루션라인업보유

고객의 Needs에
맞는 Cloudit™
솔루션라인업

도입 규모, 도입 예산, 활용도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Needs에 맞게다양한 Edition을

구성하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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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Infrastructure

Cloudit Software Architecture

Architecture – Software Architecture

Web Self-Service Portal

Hypervisor (KVM)

Storage (Multi Pool)

Block Storage File Storage GlusterFS

Cloudit 제품소개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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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Network Storage GPU

IAM Auto Scaling Load Balancing High Availability

Monitoring Metering Billing

Visualization IaaS Cloud Service GPU Infinite Clou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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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Hardware Architecture

안정적인클라우드인프라구성을위한표준및최소아키텍처구성

고가용성, 안정성, 효율성확보가가능한 Cloudit 솔루션을활용한표준및최소구성

• 업무특성, 성능 등을 고려한 독립적인 멀티자원 풀 지원

• 관리와 운영의 네트워크 분리를 통한 안정성과 성능 확보하는

구성

• 관리 서버 3중화 구성을 통한 고가용성 확보

• NAS 스토리지활용구성을통한데이터공유환경지원

• 네트워크 스위치 용도별 분리 및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 테넌트, 스토리지네트워크의통합스위치구성을통한
효율적인구성

• 소규모 클라우드 가상화 구축을 위한 최적화된 구성 지원

NAS 스토리지
(NAS Storage)

클라우드잇관리서버
(Cloudit Management Server)

클라우드잇컴퓨트서버
(Cloudit Compute Server)

표준구성

• X86 범용서버 기반의 관리서버와 운영서버를 통합한 올인원

서버 구성

• 로컬디스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구성으로

가상머신 볼륨 데이터 이중화 지원

최소구성

관리스위치 (1G)
(Management Switch)

테넌트스위치 (10G)
(Tenant Switch)

스토리지스위치 (10G)
(Storage Switch)

관리스위치 (1G)
(Management Switch)

통합스위치 (10G)
(Integrated Switch)

외부스위치
(External Switch)

외부스위치
(External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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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특징 구성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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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잇올인원서버
(Cloudit All-in-One Server)



Architecture – Hardware Architecture

표준구성하드웨어권장사양

품목 수량 규격 비고

클라우드잇관리서버 3대

• CPU : Intel Xeon Processor 8Core, 2.1Ghz * 2EA 이상

• 메모리 : DDR4 64GB

• Local Disk
- OS/DB 영역 : SSD 480GB * 4EA (Raid 1구성)

• 네트워크연결

- 관리 네트워크 : Ethernet (1Gbps) × 2 port * 1EA

- 외부/테넌트/스토리지 네트워크 : Ethernet (10Gbps) x 2 port * 3EA

• 전원공급장치이중화

안정성을위한

삼중화구성

클라우드잇컴퓨트서버 N+1대

• CPU : Intel Xeon Processor 16Core, 2.2Ghz * 2EA 이상

• 메모리 : DDR4 256GB

• Local Disk

- OS : SSD 480GB * 2EA (Raid 1구성)

• 네트워크연결

- 관리 네트워크 : Ethernet (1Gbps) × 2 port * 1EA

- 테넌트/스토리지 네트워크 : Ethernet (10Gbps) x 2 port * 2EA

• 전원공급장치이중화

고성능 CPU,

메모리제안

스토리지 (NAS) 1식

• 용량 : Usable 필요용량 + 20%이상의여유공간 + 클라우드운영공간 1TB

• 컨트롤러(Cache메모리포함)이중화와전원이중화

• Raid10 또는 Raid5(Hot spare 구성)

-

테넌트스위치 2식 • 10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VLAN 지원

네트워크용도별

이중화구성
관리스위치 2식 • 1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스토리지스위치 2식 • 10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외부스위치 2식 • 10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고객사상황에따라기존장비활용

* 실제 구축시 물량과 규격은 클라우드의 규모와 구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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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역할및권한정책
설정기능

템플릿이미지기반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환경지원

직관적인실시간
모니터링&통합대시보드

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

주요기능

효율적인
가상자원관리

• Wizard 방식의 직관적인 가상자원 프로비저닝을

통한 쉽고 빠른 가상자원 생성

• 워크플로우 기반의 가상자원 신청/승인/배포

효율적인 자원 관리

• 역할 및 권한 기반 접근 제어 기능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통제

• 권한 부여 조건 설정 및 클라우드 접근 대상에

따라 이용 및 관리 권한 부여 기능 제공

• 가상머신에 탑재될 Guest OS, Application 등

템플릿 기반 다양한 이미지 배포

• GPU 환경 구성에 필수적인 GPU가상머신전용

템플릿 (NVIDIA Driver 등) 지원

• 통합 대시보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인프라 현황 파악 용이

•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대한 자원 사용량

기반 미터링 및 빌링 정책

•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 셀프서비스

웹 포탈을 이용한 클라우드 운영

•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자원 서비스 운영 정책

설정을 통한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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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it™은
클라우드인프라
환경구축에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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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원신청/승인프로세스

주요기능

• 클라우드 가상자원 신청, 변경, 반납관리를통한원활한 자원관리 프로세스확립

• 서비스 자원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자동운영및현황관리

• 클라우드 자원의배포, 변경, 삭제를위한승인요청, 결재확인 등처리내역 저장관리

• 가상자원 생성, 삭제 등변경에 대한이력관리

Cloudit 제품소개서 30

1. 효율적인가상자원관리

3.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효율적인
가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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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원세부항목설정가상자원사용신청

가상자원생성

신청내역승인대기

신청내역승인/반려메일발송

클라우드사용자 클라우드관리자



가상자원라이프사이클관리 (Virtual Resource Lifecycle Management)

주요기능 Cloudit 제품소개서 31

1. 효율적인가상자원관리

3.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 Wizard 방식의 직관적인 가상자원 프로비저닝을 통한 쉽고빠른가상자원 생성

• 몇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가상 가상머신 구축및증설 지원

• 가상머신 삭제, 시작, 중지, 종료, 재시작 등가상자원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가상머신에 대한 상세정보 및상태를 모니터링을 통해확인가능

효율적인
가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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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B

1GB

1GB 공통스토리지풀

가상자원생성

가상머신
생성

가상머신
사용종료

가상머신
사용

가상머신
삭제

가상머신
정지



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3.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2. 템플릿이미지기반다양한클라우드

컴퓨팅환경 지원

고성능컴퓨팅환경구성 (GPU)이미지템플릿 (Image Template)

주요기능 Cloudit 제품소개서 32

• 가상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등템플릿 기반다양한 서비스 관리

• 가상머신에 탑재될 Guest OS, Application 등템플릿 기반다양한 이미지 배포

• AI, 빅데이터 등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워크로드를 위해 GPU카드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지원

• PCI Pass-through 방식을 통한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기능 제공

템플릿이미지기반
다양한클라우드
컴퓨팅환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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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visor

VFIO_PCI

VM

Guest OS

Apps

Vendor Driver

VM

Guest OS

Apps

Vendor Driver

VM

Guest OS

Apps

Vendor Driver

Template A

OS

VM pool

Cluster

Storage pool A

CLUSTER A

Template B

OS

VM pool

Cluster

Storage pool B

CLUSTER B

Template C

OS

VM pool

Cluster

Storage pool C

CLUSTER C



로드밸런서 (Load Balancer)네트워크서브넷 (Network Subnet)

주요기능 Cloudit 제품소개서 33

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3.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

•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 생성기능을 통해완전히 독립된 프라이빗

서브넷 환경을 구성

• 네트워크 격리및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한 VLAN, 서브넷 기능 제공

• 위자드 방식의 설정을 통한간편한 네트워크 생성기능 제공

• 소프트웨어 로드밸런서 및포트포워딩 기능을 통한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를 로드밸런서를 사용하여 부하분산 지원

• 멤버상태체크를 통해 멤버자동 In/Ou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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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Network

Subnet A

VM VM

Subnet B

VM VM

Users

S/W
Load balancer



CPU-Intensive Server (HPC Server)

클러스터로구성물리서버에대한어플리케이션작업프로세스마이그레이션지원

실행중인프로세스체크포인트생성및파일시스템에저장후원하는시점에서
프로세스재시작기능지원

물리노드프로비저닝기반 Scale In-Out 제공

병렬프로그램사용을위한복잡한환경설정불필요
(단, 프로그램자체는병렬프로그램으로사용가능해야함)

사용자별쿼터관리CPU-Intensiv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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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의에의한빠른물리서버프로비저닝지원

VM VM VM

Cloudit Server

OS 1

APP 1

OS 2

APP 2

OS 3

APP 3

사용자별쿼터사용자권한

생성

생성

User A
VM

User B
VM

AI 및머신러닝(ML)을위한 CPU-Intensive 서버생성기능지원

사용자별쿼터할당을통한클라우드자원관리기능지원

Cloudit Server

Cloudit Server

Cloudit Server

가용자원

주요기능

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3.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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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스토리지지원 스토리지성능관리

볼륨 (Volume)

3.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주요기능

VM VM VM VM

Storage Pool

Storage QoS

Reserve

SAN Storage NAS Storage

Storage Switch Storage Switch

Cloudit Server Cloudi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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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

• Local Disk, SAN Storage, NAS Storage 등다양한 방식의 스토리지 지원

• 고객사 환경에 따른최적화된 스토리지 환경지원

• 다양한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스토리지 관리기능 제공

• 스토리지 자원의 성능제한을 통한전체 시스템의 디스크 성능 확보(Storage QoS)

• 가상화 스토리지의 디스크 성능 제한을 통한디스크 병목현상 방지

• 가상서버및가상볼륨 IOPS 제한기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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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스케일링 (Auto Scaling)

주요기능

모니터링&알람

CPU,메모리,
Network임계치체크

로드밸런서

Scale In/Out

실시간마이그레이션 (Live Migration)

컴퓨트서버 :1 컴퓨트서버 :2 컴퓨트서버 :3

VM 2

VM 1

VM 1 VM 2

VM 8

VM 9

VM 3

V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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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

• 오토스케일링을 통한유연한 가상머신의 자동확장및축소

• LoadBalancer Connection, 가상서버의 CPU 점유율, DISK Read/Write,

Network In/Out 항목

• In / Out 스케일 유형을 설정하여 임계치 이상/이하 부하량에 따라자동으로

확장/축소

•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한부하분산 및서비스 무중단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제공

• 클러스터링 된물리호스트 간가상머신을 중단없이 이동

• 물리서버 점검및다양한 이슈로 인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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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3.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4. 사용자역할및권한정책설정기능

5. 직관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역할기반접근제어 (Role Based Access Control)

주요기능 Cloudit 제품소개서 37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사용자역할및권한
정책설정기능

06

Admin

Tenant

User

• 모든 시스템을 관리

• 서비스 사용 권한부여

• 가상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할당 받아 운영

• 서비스 사용자

• 역할및권한기반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기능을 통제

• 역할에 따른사용자별 메뉴및화면구성정보 차별화

• 권한부여조건 설정및클라우드 접근 대상에 따라이용및관리권한부여기능 제공

• 각사용자별 역할에 따른세부 퍼미션 할당기능지원

가상머신생성

네트워크생성

볼륨생성

가상자원신청

스냅샷생성

가상자원승인

Normal User

Super User

Group User

Power User

역할 퍼미션



통합대시보드및실시간모니터링미터링/빌링 (Metering/Billing)

주요기능 Cloudit 제품소개서 38

1. 효율적인 가상자원 관리

3.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4.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책 설정 기능

5. 직관적인실시간모니터링& 

통합대시보드

2. 템플릿 이미지 기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지원

직관적인
실시간모니터링&
통합대시보드

• 가상자원 별가격정책 설정기능지원

• 새로운 가상자원의 종료와 가격을 추가하거나 사용량 별가격을 변경할 수있는

기능제공

• 빌링데이터를 기본으로 발행된 청구서 정보를 확인할 수있는 기능제공

• 클라우드 자원사용량 기반미터링 기능 제공

• 통합대시보드 및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신속한 장애 대응및인프라 현황 파악용이

• 웹기반의 직관적인 관리인터페이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용의 편리성 제공

• 사용중인 서브넷과 가상머신의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가능

• 물리/가상 자원의 CPU, Memory, Network I/O, Disk에 대한성능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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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Cloudit 제품소개서 39

비용절감
• 클라우드 서버가상화 구축을 통한 운영 관리

비용 절감

• IT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

업무효율성증대
• 다양한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관리 신속성 확보

• 통합 대시보드, 스케줄링 설정을 통해
자원과 데이터를 신속하게 관리

안정성확보
• 권한 관리, 보안 그룹 등의 정책을 통한 보안성 확보

• 오토스케일링, 로드밸런서, HA 기능을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

서비스품질향상
• 급변하는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이용량 급증, 수요 변화 등 긴급 상황 시
민첩한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기민성및효율성확보

클라우드잇
도입을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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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자원활용율증대를위한자원공유

클라우드보안측면을고려한사용자관리

전체시스템운영현황을 한눈에파악할수있는통합대시보드

클라우드자원상태와성능을실시간모니터링

고성능컴퓨팅환경을위한클라우드구축

서비스및시스템구축을위한신속한배포

클라우드시스템운영관리충족사항

어떻게인프라자원의활용율을
높일수있을까?

클라우드시스템을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수있을까?

어떻게 IT인프라를신속하게구축하고
빠르게배포할수있을까?

전체시스템운영현황을
한눈에파악할수있는화면이있을까?

고성능컴퓨팅환경을위한구축을
어떻게할수있을까?

클라우드운영현황을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관리할수있을까?

Why Openstackit™?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1

클라우드의 안정성과활용성을높이고,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IaaS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인프라
운영관리의
통합관리지원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의 신속성,
확장성, 편의성을 위한 통합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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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스템의

유연한확장성

01.

인증으로 검증된

클라우드플랫폼

03.

클라우드 운영관리

환경최적화

02.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관리

04.

신속하고 직관적인

셀프서비스

05.

Why Openstackit™?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 확장

User / Admin

Web Console

Tenant Network

Management Network

Storage Network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2

OpenStackit™ 은 클라우드가상
인프라환경을운영관리하는

IaaS(Infra as a Service)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의
효율적인운영관리
지원

OpenStack 기반의 SDC, SDN, SDS

구성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제어하고

SDDC 프라이빗클라우드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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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환경 구성에 필수적인 GPU 인스턴스 전용

템플릿 (NVIDIA Driver 등) 지원

• 최적화된 GPU 인스턴스 구성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고연산 컴퓨팅 환경 제공

• 오픈스택잇 특화 모듈인 InnoCulars를

탑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미터링, 빌링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 기반 측정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요금 확인 및 통계 기능 지원

• 가상자원 신청/승인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클라우드 자원 관리

• 사용자와 역할, 역할과 자원(서비스/화면)

설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 지원

•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 셀프서비스

웹 포탈을 이용한 클라우드 운영

•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자원 서비스 운영 정책

설정을 통한 관리 지원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의 확장을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오토스케일링 기반 수평적 확장/축소 및 수직적

확장 지원

• 사용하기 쉬운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클라우드 관련 지식 미보유자도 쉽게

사용 가능

• 웹 콘솔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

관리 지원

Openstackit™ 특장점

효율적인자원관리
워크플로우

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

유연한클라우드
자원확장

고성능GPU 컴퓨팅
환경구성

셀프서비스포탈
직관적인화면UI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3

실시간모니터링 & 
통합대시보드

클라우드 10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극대화합니다.

클라우드
10년의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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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택잇소프트웨어아키텍처

Admin Portal

OpenStack 기반의소프트웨어아키텍처로클라우드 10년기술노하우를담은 IaaS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가상인프라환경을구축하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한클라우드풀스택을지원합니다.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403

WEB FRONT END

User Portal

MANAGEMENTCOMPUTE STORAGE

SHARED SERVICE

NETWORKING

WORKLOAD PROVISIONING ORCHESTRATION

CONTAINER ORCHESTRATION ENGINE PROVISIONING

IDENTITY

Keystone

Magnum

IMAGES

Glance

INFRA RESOURCES ORCHESTRATION

Heat

VIRTUAL MACHINES

Nova

OBJECT

Swift

BLOCK

Cinder

SDN

Neutron

LOAD BALANCING

Octavia

AUTO SCALING

Innoculars

METERING

Innoculars

MONITORING

Innoculars

BILLING

Innoculars

SCHEDULING

Innoculars



범례

예정장비스펙

External 스위치

구분

오픈스택잇

컴퓨트서버

NAS/SAN

스토리지

사양

CPU: 16C/32T * 2EA 

RAM: 256GB

DISK: SSD 480GB * 2EA

SAS : (Usable) 필요용량

10Gbps 4Port

수량

3대

1대

L2 스위치 NAS/SAN 스토리지

오픈스택잇 컴퓨트서버 오픈스택잇 관리서버

오픈스택잇하드웨어구성도

Tenant Network

Management Network

Storage Network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5

오픈스택잇

관리 서버

CPU: 8C/16T * 2EA 
RAM: 64GB 
DISK: SSD 480GB * 2EA 

3대

테넌트 스위치 10G 24Port Ethernet 2대

스토리지 스위치 10G 24Port Ethernet 2대

관리 스위치 1G 24Port Ethernet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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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구성하드웨어권장사양

오픈스택잇하드웨어권장사양

* 실제 구축시 물량과 규격은 클라우드의 규모와 구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 수량 규격 비고

오픈스택잇관리서버 3대

• CPU : Intel Xeon Processor 8Core, 2.1Ghz * 2EA 이상

• 메모리 : DDR4 64GB

• Local Disk
- OS/DB 영역 : SSD 480GB * 4EA (Raid 1구성)

• 네트워크연결
- 관리 네트워크 : Ethernet (1Gbps) × 2Port * 1EA

- 외부/테넌트/스토리지 네트워크 : Ethernet (10Gbps) x 2port * 3EA

• 전원공급장치이중화

안정성을위한

삼중화구성

오픈스택잇컴퓨트서버 N+1대

• CPU : Intel Xeon Processor 16Core, 2.2Ghz * 2EA 이상

• 메모리 : DDR4 256GB

• Local Disk
- OS : SSD 480GB * 2EA (Raid 1구성)

• 네트워크연결
- 관리 네트워크 : Ethernet (1Gbps) × 2Port * 1EA

- 테넌트/스토리지 네트워크 : Ethernet (10Gbps) x 2port * 2EA

• 전원공급장치이중화

고성능 CPU,

메모리제안

NAS/SAN 스토리지 1식

• 용량 : Usable 필요용량 + 20%이상의 여유공간 + 클라우드 운영공간 1TB

• 컨트롤러(Cache메모리포함)이중화와전원이중화

• Raid10과 Raid5(Hot spare구성권장)

성능과안정성을위해 Raid1+0 권장,

효율성을위해 Raid5 권장

데이터스위치 2식 • 10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VLAN 지원 클라우드전용이중화구성

관리스위치 2식 • 1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클라우드전용이중화구성

스토리지스위치 2식 • 10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클라우드전용이중화구성

외부망스위치 2식 • 10Gbps, UTP 타입 x 24 Port 이상 고객사상황에따라기존장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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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원신청/승인프로세스

가상자원신청서작성 관리자결재 (승인/반려) 가상자원서비스이용

• 가상자원신청/변경/삭제등기능제공

• 신청마법사방식의단계별 UI 제공

• 가상자원신청목록및진행상태내역확인

• 전체클라우드서비스운영관리

• 가상자원신청목록및진행상태내역

• 관리자최종검토(승인/반려)

• 신청내역에기반한가상화환경구성

• 가상자원생성(OS, IP할당, 볼륨구성)

• 네트워크생성(사설네트워크,라우터등)

오픈스택잇기능

서비스신청정보목록확인 가상자원프로비저닝

가상자원구성확인

신청서내역확인및신청 관리자결재 (승인/반려) 서비스이용

가상자원신청정보작성

신청명, 신청 사유 등

가상자원구성선택

OS, CPU, 메모리

볼륨 스토리지, 네트워크 선택

신청서상세내역확인및검토

신청내용(생성/삭제등)

자원구성(OS, CPU, 메모리 등)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7

1. 효율적인자원관리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효율적인자원관리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승인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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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Join the membership) 역할기반접근제어 (Role Based Access Control)

오픈스택잇기능

1. 효율적인자원관리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Openstackit 제품소개서 48

효율적인자원관리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 포털에서 회원가입 기능으로 사용자에 대한본인 인증을 통한가입진행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절차를 거친 후관리자의 승인을 통한회원가입

• 사용자 회원가입 진행단계에 따른 현황파악을 위한리스트 제공

• 회원가입 요청, 메일인증, 승인대기, 사용자 생성각단계 현황파악

•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빌링 매니저, 멤버(사용자)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권한 관리

• 메뉴및포탈화면 기능에 대한 접근제어를 역할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도록 지원

• 프로젝트 매니저 권한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자 추가 및사용자의

역할에 따라권한추가/삭제 기능지원

회원가입신청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확인

• 이메일인증을통한사용자인증

• 관리자결재 (승인/반려)를통한
회원가입

가입자관리

• 회원가입한사용자관리

• 진행현황확인회원가입요청,

메일인증완료, 관리자승인대기,

승인, 반려, 사용자생성단계로
진행

• 관리자승인을통한회원가입완료

04

클라우드사용자역할권한관리

역할

관리자

빌링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멤버, 리더

멤버

멤버

역할/권한부여

역할/권한부여 역할/권한부여

관리자

빌링매니저 프로젝트매니저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역할도메인

관리자

사용자 A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 D

사용자 E



개발 Zone운영 Zone

인스턴스복구

스냅샷생성

가상자원라이프사이클관리 (Virtual Resource Lifecycle Management) 스냅샷 (Snapshot)

오픈스택잇기능

1. 효율적인자원관리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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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자원관리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 몇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가상 인스턴스 구축및증설 지원

• 가상자원 구성배포를 위한인스턴스 라이프사이클(생성/수정/삭제/변경) 관리지원

• 인스턴스에 대한 상세정보 및상태를 모니터링을 통해확인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스냅샷 기능지원

• 가상인스턴스, GPU 인스턴스, 볼륨데이터의 시점백업 기능인 스냅샷 기능제공

• 스냅샷 생성을 통한템플릿 생성지원(Full Copy 방식)

04

클라우드
사용자

• 자원구성배포항목

- 인스턴스 사양 (CPU, MEM, DISK)

- 네트워크 (서브넷, 라우터, LB 등)

가상인스턴스생성요청

OpenStackit  
Server

OpenStackit  
Server

OpenStackit  
Server

OpenStackit  
Server

인스턴스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인스턴스 신규 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yyyy-mm-dd스냅샷 01

yyyy-mm-dd+1스냅샷 02

yyyy-mm-dd+2스냅샷 03

yyyy-mm-dd+3스냅샷 04

base volume

인스턴스

시점복구

스냅샷 01

스냅샷 02

스냅샷 03

스냅샷 04

base

volume

가상인스턴스세부항목설정

가상인스턴스생성/수정/삭제/변경가상자원구성배포



DPInet3

InVMnet4

DPInet6

InVMnet5

DPInet5

InVMnet3

InVMnet6

DPInet4

pub

10.0.3.0/24

10.0.0.5/24

10.1.3.0/24

10.1.6.0/24

10.0.4.0/24

10.1.4.0/24

10.0.6.0/24

10.1.5.0/24

10.250.0.0/24

네트워크서브넷 (Network Subnet) 네트워크토폴로지 (Network Topology)

오픈스택잇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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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를
지원합니다

•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 생성기능을 통해완전히 독립된 프라이빗 서브넷

환경을 구성

• 위자드 방식의 설정을 통한간편한 네트워크 생성기능 제공

• 프라이빗 IP 주소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생성 가능

• 보안그룹 설정을 통해인스턴스에 대한접근제어기능 제공

• 일원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직관적으로 확인

• 토폴로지 화면내에서 인터페이스 및라우터 구성변경 관리기능을 통한사용자

편의성 증대

• 가상네트워크 구성정보를 시각화하여 토폴로지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

04



1
9

2
.1

6
8

.0
.0

/2
4

라우터 (Router) 플로팅 IP (Floating IP)

오픈스택잇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라우터

10.0.3.1

10.0.2.1

10.0.1.1

Instance 1
10.0.0.2

Instance 2
10.0.0.3

172.24.4.1

사설 IP

10.0.0.1

플로팅 IP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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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를
지원합니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특정 IP주소대역의 인터넷에 연결할 수있게하는

기능

• 네트워크 ACL 설정과 보안그룹 설정기능을 제공

• 유동 IP를소스 IP 로변환하여 인터넷 접근 허용

• 라우터까지 전달된 패킷은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 설정에 따라 패킷전달

• 프라이빗 네트워크 주소 (서브넷 IP)를외부에서 직접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한

유동 IP를 1:1로할당하는 기능 제공

• 외부(인터넷)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지정된 네트워크로 부터 IP를할당하여 사용 가능

• 인스턴스의 상태와 관계없이 유동 IP를연결 / 해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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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인프라 영역

가상인프라 영역

외부네트워크

사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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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네티스클러스터 (Kubernetes Cluster)

오픈스택잇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클라우드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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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클라우드
운영관리를
지원합니다

• 자체개발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이프사이클 관리기능

- 클러스터 생성/삭제/업데이트 기능

- 클러스터 정보, 상태 확인 기능

- 클러스터 생성로그 확인 기능

• 다양한템플릿생성기능

- 쿠버네티스 템플릿 생성 기능

- Fedora-atomic 외 Ubuntu, CentOS 기반 템플릿 생성 기능 Keystone

Cinder

etcd proxy kubelet

Pod   Kube-controller-manager

Pod Kube-scheduler

Pod   Kube-apiserver

CalicoDocker engine

Kubernetes Master
VM

VM

etcd proxy kubelet

Pod Kube proxy

CalicoDocker engine

Kubernetes Node
VM

Pod
App  

App

Pod

App

Pod

App

App App    App App

Pod

App

etcd proxy kubelet

Pod Kube proxy

CalicoDocker engine

Kubernetes Node
VM

Pod
App  

App

Pod

App

Pod

App

App App    App App

Po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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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밸런서 (Load Balancer) 오토스케일링 (Auto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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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3. 무중단클라우드자원확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무중단클라우드
자원확장을
지원합니다

• 네트워크 부하분산을 위한소프트웨어 방식의 로드밸런서 지원

(적용정책 : Round Robin, Source IP 등)

• 멤버상태체크 기능지원 (HTTP, TCP, PING)

• 멤버상태체크를 통해 멤버자동 In/Out 을통한 부하분산 지원

• 특정인스턴스의 CPU / 디스크 / 네트워크 사용량 등모니터링 임계치에 따라자동으로

서버를 증가또는감소시켜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스케일 인/아웃시증설하는 인스턴스 템플릿 구성 가능

• 특정시점에 리소스 부하량이 집중될 경우로드밸런서와 연계하여 부하분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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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기능업데이트예정



실시간마이그레이션 (Live Migration) 고성능컴퓨팅환경구성 (GPU Computing)

오픈스택잇기능 Openstackit 제품소개서 54

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4. 고성능GPU 컴퓨팅환경구성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고성능 GPU
컴퓨팅환경을
제공합니다

• 클러스터링된 물리호스트 간가상 인스턴스를 중단없이 이동

• 물리서버 점검및다양한 이슈로 인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을 통한고가용성 및내결함성 시스템 구성 지원

• 안정성 및효율성 극대화를 위한실시간 마이그레이션 기능지원

• 인스턴스에 GPU 장치를 할당하고 GPU 장치를 관리하는 서비스

• 오픈스택 환경내인스턴스의 GPU 장치관리및할당기능제공

(Passthrough 및 vGPU 지원)

• 사용하는 GPU 장치에 대한 정보및모니터링 제공

• GPU 인스턴스 전용 템플릿 제공 (NVIDIA Driv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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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IDIA 에서호환성이검증된 GPU 카드를통해해당기능사용가능



미터링

• 가상자원사양/사용시간에기반한정확한미터링측정

• 컴퓨트/네트워크/스토리지자원미터링데이터제공

• 클라우드자원사용량에대한미터링현황제공

빌링

• 미터링데이터에기반한사용량에따른가격정책적용

• 월별클라우드이용내역에대한청구서제공

• 실시간요금확인및청구서발행기능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 클라우드구성자원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제공

• 실시간모니터링데이터를통합대시보드와연계및

시각화하여직관적현황파악도구제공

InnoCulars

오픈스택잇기능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모니터링& 통합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 InnoCulars 란, Innogrid 와쌍안경의 Culars 를합하여 보다정확한 미터링/빌링/모니터링을 위해개발된오픈스택잇 제품의 특화모듈

• 오픈스택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인 Nova, Cinder, Neutron 등과같이 InnoCulars 모듈을 통한특화기능지원

• 미터링/빌링/모니터링 각각기능에대한 API 및 SD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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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오픈스택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체계를 갖춘 이노그리드의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미터링/빌링/모니터링

기술을 오픈스택에 모듈화하여

실시간모니터링&
통합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보다정확한미터링/빌링기능과
실시간모니터링기능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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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모니터링 (Real Time Monitoring) 통합대시보드 (Dash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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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5. 실시간모니터링& 통합대시보드

6. 셀프서비스 포탈 직관적인 화면 UI

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실시간모니터링&
통합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 물리/가상 자원을 한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지원

• 시인성 및직관성 증대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다양한 자원메트릭에 대한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장애대응 지원

• 물리서버 및가상자원에 대한리소스 사용현황 파악용이

• 물리서버 및인스턴스 상태모니터링 결과를 시각화하여 통합대시보드 형태로 제공

• 물리자산/가상자원 구조를 토폴로지 맵형태로 가시화하여 직관적인 관제및

현황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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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링/빌링 (Metering/Billing) 알람 (Alert)

오픈스택잇기능

알람설정값항목 알람설정값항목

Openstackit 제품소개서 57

Node Dead Disk Write(bytes)

CPU Usage(%) Disk Usage(%)

Memory Usage(%) Network In(bps)

Disk Read(bytes) Network Out(bps)

주기(분) 값

연속횟수 시작요일

통계함수 마지막요일

연산자 시작시간

4. 고성능 GPU 컴퓨팅 환경 구성

6. 셀프서비스포탈직관적인화면UI

1. 효율적인 자원관리 워크플로우

2. 단순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

3. 무중단 클라우드 자원확장

5. 실시간 모니터링 & 통합 대시보드

셀프서비스포탈
직관적인화면 UI를
제공합니다

• 모든가상자원 (인스턴스, 볼륨, 네트워크 등)에 대한미터링으로 클라우드

사용자별 실시간 요금확인및청구서 발행지원

• 가격프로모션 적용을 통해전체가상 자원에 대한가격정책 정의기능제공

• 청구서 내역발송, 요금 확인등을통한청구서 관리 기능지원

• 인스턴스별 CPU, 메모리, 네트워크 트래픽 등의정보기반알람 임계치 설정

• 사전정의된 임계설정값에 따라이상 부하발생시알람전송

• 리소스 사용량에 따른임계치 설정을 통한알람 전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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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유연한확장성
IT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트래픽 과중을 대비한 부하분산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한 고가용성

향상된편의성
지속적인 IT 서비스에 대한 빠른대응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알람과 이벤트 관리에 대한 자동화

클라우드최적화

자원 신청/승인 프로세스 체계 확립

InnoCulars 모듈 기반 미터링/빌링을 통한 비용 최적화

프로젝트, 자원 요청 등 최적의 서비스 지원

통합관리체계확립
클라우드 자원 통합 관리

프로젝트 및 사용자 별 권한 그룹 관리

통합 대시보드를 통한 자원과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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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클라우드잇제품소개



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관리

복잡한워크로드관리?

플랫폼통합운영관리?

사용하기어려운 PaaS?
CLI?

Why SECloudit™?
SE클라우드잇을선택해야하는이유

SECloudit™ 개요 SECloudit 제품소개서 60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최적의플랫폼(PaaS) 환경을제공하고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요구사항에
맞는개발과운영통합관리를

지원합니다.

개발과운영을위한
최적의플랫폼
환경을제공합니다

01

레드햇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기반환경을모두지원하는 PaaS 솔루션

-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 기반 인프라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성

1

사용편의성을극대화한 GUI 기반웹콘솔

- CLI 환경이 아닌 GUI 기반 웹 콘솔에서 단순 클릭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One-UI 구성으로 화면이동 최소화

2

애플리케이션빌드배포에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RUN, Create Task 작업을 에디터 형태가 아닌 GUI 형태로 제공

- Tekton 기반의 파이프라인 기능 구현을 통한 태스크 재사용성 증대

3

모니터링대시보드기반효율적인플랫폼통합관리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현황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한 가시성 제공

-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알람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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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loudit™ 아키텍처

Front end

Back end

Infrastructure

사용자포탈

모니터링대시보드

파이프라인
(Tekton)

사용자인증및접근권한

쿠버네티스워크로드관리

이미지빌드

프로젝트및그룹

쿠버네티스클러스터관리

프라이빗이미지저장소

서비스메쉬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카탈로그

오토스케일링

관리자포탈

레드햇오픈시프트 (Redhat OpenShift) 쿠버네티스 (Kubernetes)

SECloudit™ 은다양한인프라환경을지원하는 PaaS 솔루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빌드배포에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기능및서비스중단없는애플리케이션배포사이클자동화를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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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POD POD

SECloudit 권장사양SECloudit 구성도

SECloudit™ 구성도및권장사양

구분 OS vCPU Memory DISK 수량

RHOCP

Load Balancer CentOS 4 vCore 4 GB 100 GB 1대

SECloudit
Redhat, Oracle Linux 

CentOS, Ubuntu
8 vCore 32 GB 500 GB 2대

Bastion
Red Hat Enterprise  

Linux 7.7
48 vCore 256 GB 840 GB 1대

Master Red Hat CoreOS 4.4 48 vCore 256 GB 840 GB 3대

Worker
(최소/권장) Red Hat CoreOS 4.4

48 vCore /

56 vCore

256 GB /

256 GB

840 GB 

/1.4 TB
4대

K8s

Load Balancer CentOS 4 vCore 4 GB 100 GB 1대

SECloudit
Redhat, Oracle Linux 

CentOS, Ubuntu
8 vCore 32 GB 500 GB 2대

Master Linux CoreOS 32 vCore 128 GB 500 GB 3대

Worker Linux CoreOS 32 vCore 128 GB 1 TB 3대

SECloudit #1~#2

Worker #1 Worker #2 Worker #3
※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기반은 스펙 별도 협의

62SECloudit 제품소개서03

Auth

Kube-Client

ETCD

SSO

Kube-apiserver

Master #1~#3



빌드관리 (Build Management) 컨테이너이미지관리 (Container Image Management)

SECloudit™ 기능

워크로드 1

워크로드 4

워크로드 2

워크로드 5

워크로드 3

워크로드 6

컨테이너레지스트리

이미지스트림

이미지스트림

이미지스트림

Configuration

BuildConfig

Docker Build Image

Dockerfile SCM

Base Image Image Registry

1. 사용편의성을극대화한GUI 기반웹콘솔

2.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

3.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4. 기반 인프라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성

SECloudit 제품소개서 63

5.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반 효율적인 플랫폼

통합 관리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한 GUI 기반
웹콘솔

• CLI가아닌 GUI 환경에서 지속적 통합(CI, Continuous Integration)을위한

강력한 빌드관리기능 제공

• 소스코드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S2I (Source-to-Image) 기능 지원

• 도커이미지, 도커파일, 소스코드 기반 다양한 빌드전략수립 지원

• 빌드이미지 및빌드히스토리 관리기능제공

•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및관리를 위한 이미지 스트림 기반의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기능 지원

• 여러개의컨테이너 이미지 버전(태그) 정보를 하나로 관리하여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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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D파이프라인 (Pipeline)

CI/CD 파이프라인리소스등록 CI/CD파이프라인구성 CI/CD파이프라인실행

파이프라인리소스 파이프라인리소스 파이프라인

태스크
(테스트)

태스크
(테스트)

태스크
(빌드)

태스크
(빌드)

태스크
(배포)

태스크
(배포)Source Code Container Image

태스크 런 (1)
(테스트)

태스크런 (1)실행결과확인
{"level":"warn","ts":1633413142.3005726 ...

태스크 런 (1)
(빌드)

태스크 런 (1)
(배포)

SECloudit™ 기능

1.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GUI 기반 웹 콘솔

2. 애플리케이션빌드배포에최적화된CI/CD 

파이프라인

3.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4. 기반 인프라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성

5.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반 효율적인 플랫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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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빌드
배포에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 • Tekton 기반의 파이프라인 기능 지원으로 생성한

태스크에 대한재사용성 증대

• 여러 개의 태스크를 조합하여 파이프라인 구성

지원

• 서비스 별 정책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기능 제공

• 사용자가 구성한 파이프라인을 실행

• 개별 파이프라인 실행 결과에 대한 로그 및

히스토리 정보를 One-UI 형태로

해당실행화면에서 제공

• 개발 소스코드, 컨테이너 이미지 등 파이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리소스를 등록

• 단일 리소스를 다수의 파이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리소스 재사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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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사용자역할권한관리 워크로드관리

역할기반사용자관리 (Role Based Access Control) 워크로드관리 (Workload Management)

워크로드관리구성 워크로드리소스오버뷰UI 화면

Config Map Secret

Pod Pod

PodPod

Workload

Router

Service

Deployment

SECloudit™ 기능

1.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GUI 기반 웹 콘솔

2.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

3. 다양한환경에서클라우드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개발지원

4. 기반 인프라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성

5.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반 효율적인 플랫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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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프로젝트A
매니저

프로젝트B
매니저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 D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

개발자

개발자

관리자 그룹

프로젝트A
그룹

프로젝트B
그룹

프로젝트A
그룹

프로젝트B
그룹

프로젝트B
그룹

.

.

.

.

.

.

.

.

.

도메인 멤버 역할 그룹

다양한환경에서
클라우드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지원

•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권한관리제공

• 메뉴및포탈화면 기능에 대한 접근제어를 프로젝트 내역할에 따라할당하여

클라우드 자원및업무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지원

•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사용자 별상세한 권한 설정기능을 통해

멀티테넌트 환경 지원

•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워크로드 기반으로

생성관리지원

• 다양한 방식의 워크로드 생성지원을 통한개발 유연성 확보

- 빌드 옵션 지원 (Git 또는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

- 배포 리소스 옵션 제공(Deployment, Deployment Config)

- 다양한 쿠버네티스 추가 옵션 지원 (Label, Resource Limit 등)

04

역할/권한부여

역할/권한부여 역할/권한부여

관리자

프로젝트A 매니저

개발자 개발자 개발자 개발자

프로젝트B 매니저



애플리케이션카탈로그 (Application Catalog)오토스케일링 (Auto-Scaling)

오토스케일인/아웃 애플리케이션카탈로그

Node

서비스카탈로그

Pod Pod Pod Pod Pod Pod

Node Node

HPA (Horizontal Pod Autoscaler)

Scale In/Out

애플리케이션-1

애플리케이션-2

SECloudit™ 기능

1.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GUI 기반 웹 콘솔

2.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

3.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4. 기반인프라환경에종속적이지않은유연한

구성

5.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반 효율적인 플랫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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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배포

기반인프라환경에
종속적이지않은
유연한구성

• 다양한 임계치 기준으로 오토스케일 인/아웃 기능으로 서비스 부하분산 지원

• CPU, 메모리 다양한 메트릭 기준으로 오토스케일 제공

• 오토스케일링으로 부하분산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쿠버네티스 기반 다양한 오픈소스/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카탈로그 제공으로

배포편의성 증대

• Helm Chart 기반의 손쉬운 애플리케이션 배포기능지원

• 템플릿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재사용성 증대및유연한 구성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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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대시보드 (Monitoring Dashboard)

워커노드

마스터 노드

점유율 TOP 5

SECloudit™ 기능 SECloudit 제품소개서 67

1.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GUI 기반 웹 콘솔

2.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

3.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5. 모니터링대시보드기반효율적인플랫폼

통합관리

4. 기반 인프라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성

모니터링대시보드
기반효율적인플랫폼
통합관리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클러스터 구성 (마스터 노드, 워커노드) 현황과 현재

상태에 대한 헬스체크를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 관리 편의성 증대

• 클러스터의 메트릭 임계치 설정에 따라 현재 상태를 색상으로 표현하여

쿠버네티스 운영관리에 대한 가시성 확보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 관리에 대한 전체 메트릭 정보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제공

• 각 메트릭의 점유율 TOP 5 목록 정보를 통한 서비스 운영관리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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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SECloudit 제품소개서 68

개발자중심의편의성극대화

• One-UI 가 적용된 웹 콘솔을 통해 한 화면에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화면 이동 최소화

• 관리하기 어려운 쿠버네티스 기반 개발환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콘솔 제공

쉽고빠른빌드배포자동화

• Tekton 기반의 CI/CD 파이프라인 기능 지원으로 태스크

생성 관리 및 재사용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 서비스 중단 없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사이클 자동화 지원

애플리케이션카탈로그

• 사전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기반의 배포 기능을 통한

편의성 제공

• Helm 차트 기능으로 간편한 배포 지원

개발운영환경관리의효율성증대

• 쿠버네티스 환경의 주요 모니터링 정보를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가시화하여 관리 용이

• 시스템 및 서비스의 다양한 메트릭 정보의 임계치 설정을 통한

알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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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abCloudit™?
탭클라우드잇을선택해야하는이유

Why TabCloudit™? TabCloudit 제품소개서 70

이원화 되어있는 멀티 클라우드

운영 관리 환경을 하나의클라우드

플랫폼으로관리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멀티클라우드
운영관리환경을
하나의클라우드
플랫폼으로관리

01

1 멀티클라우드환경을하나의플랫폼으로기능및프로세스를일원화하여
One-Point 관리체계확립

- 클라우드 통합 사용자 관리, 가상자원 관리를 통한 운영관리 최적화

- 서로 다른 클라우드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단순화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2 다양한환경의클라우드리소스를손쉽게제어하여위험을줄이고비즈니스
속도향상제공

- 클라우드 자원 관리를 결재 프로세스 형태로 지원하여 운영관리 안정성 확보

- 사용하기 쉬운 관리자, 사용자 포탈 UI/UX 를 통해 업무 신속성 제공

3 클라우드전체시스템의자원현황과성능을하나의통합대시보드로제공하여
높은가시성확보

- 다양한 대시보드(서버, 토폴로지, 사용자, 랙실장도)를 통해 시스템 운영관리와
현행화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의 대시보드로 직관적인 운영환경 제공

자원사용량기반의비용관리최적화를통한운영비용절감효과

- 가상자원 미터링 기반의 상세내역(업무 별, 부서 별, 자원 별)을 확인하여 운영비용
현황 파악

- 클라우드 자원 사용량 및 추이 정보를 통해 인프라 증설 시기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4

멀티클라우드관리?

비용관리?

업무효율성?

클라우드인프라통합운영?



효율적인자원관리

• 자원 신청 승인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원활한

자원 관리

• 통합 사용자 관리를 위한 역할 기반 사용자 관리

기능 제공

다양한모니터링대시보드

• 가상 서버 상태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대시보드

제공

• 종합현황 대시보드를 통한 전체 서비스 및 운영

관리 기능 지원

탭클라우드잇특장점

•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관리 일원화 지원

• 서로 다른 UI 환경을 One-UI 적용을 통해 클라우드

사용성 증대

단순화된운영관리

•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 셀프서비스

웹 포탈을 이용한 클라우드 운영

•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자원 서비스 운영 정책

설정을 통한 관리 지원

클라우드비용관리최적화

• 자원 신청 내역에 대한 예상 비용 내역을 클라우드

포털에서 확인

• 가상자원 사용에 따른 미터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사용량에 대한 차트 제공

TabCloudit 제품소개서 71

멀티클라우드연동이기종멀티클라우드
운영관리환경을
하나의클라우드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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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클라우드잇(TabCloudit™)아키텍처

Cloud Management Platform (CMP)

멀티클라우드

TabCloudit™ 은멀티클라우드인프라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풍부한사용자경험(UX)을제공하는

클라우드관리플랫폼입니다.

신청서 가상자원관리

대시보드 모니터링

빌링미터링권한관리

인프라관리

신청서 작성

자원현황 대시보드 사용자 대시보드

라이프사이클 관리

가상서버

호스트 관리

알람

가격설정그룹

신청서 승인/반려

토폴로지 대시보드 랙실장도 대시보드

개별성능모니터링

클러스터 사용량

IP POOL

행위이력

청구금액관리역할

접속정보이력

청구서사용자

VMware Open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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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클라우드잇(TabCloudit™)구성도

TabCloudit 구성도

DB DB

WEB

WAS

모니터링

스케줄러

WEB

WAS

모니터링

스케줄러

동기화

이중화

멀티클라우드환경관리

VMware Openstack

TabCloudit권장사양

구분 CPU(Core) MEM(GB) DISK(GB) 스토리지(GB) 수량

CMP_AP Web/WAS

16 32 300 200

2대

OS(CentOS 7.x) / WEB(Apache 또는 Nginx) / WAS(Tomcat)

CMP_DB DB

16 32 300 500

2대

OS(CentOS 7.x) / DBMS(Maria DB)

CMP_CRM
모니터링/  

스케줄러

16 32 300 200

2대

OS(CentOS 7.x) / WAS(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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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1.효율적인자원관리

2.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가상자원신청서작성 관리자결재 (승인/반려) 가상자원서비스이용

• 가상자원 신청/변경/삭제 등 기능 제공

• 신청 마법사 방식의 단계별 UI 제공

• 가상자원 신청 목록 및 진행상태 내역 확인

• 멀티클라우드환경 서비스 운영 관리

• 가상자원 신청 목록 및 진행상태 내역

• 관리자최종검토(승인/반려)

• 신청내역에 기반한 가상화 환경 구성

• 가상자원 생성(OS, IP할당, 볼륨 구성)

• 네트워크 서브넷 생성(사설 네트워크, 라우터 등)

서비스신청정보목록확인 가상자원프로비저닝

가상자원구성확인

신청서내역확인및신청 관리자결재(승인/반려) 서비스이용

가상자원신청정보작성

배포 클라우드 선택, 신청명, 신청 사유 등

가상자원구성선택

OS, CPU, 메모리

카탈로그, 배포영역 선택

볼륨 스토리지, 네트워크 선택

신청서상세내역확인및검토

신청사유(생성/변경/삭제)

자원구성(OS, CPU, 메모리 등)

TabCloudit 제품소개서 74

3. 단순화된 운영관리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효율적인
자원관리

멀티클라우드가상자원신청/승인프로세스

신청

반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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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Tenant

User

• 전체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 역할 및 권한부여

• 가상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할당 받아

운영

• 서비스 사용자

주요기능

1.효율적인자원관리

3. 단순화된 운영관리

2.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역할기반접근제어 (Role Based Access Control)

TabCloudit 제품소개서 75

그룹 역할 퍼미션

효율적인
자원관리 •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역할권한관리 일원화를 통한 관리효율성

증대

• 관리자, 중간관리자, 사용자 별차별화된 권한부여

• 고객사의 조직과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사용자 그룹설정에 따른 멀티테넌시

환경지원

• 사용자의 역할및퍼미션 설정에 따른 포탈화면 구성(UI) 차별화

ICT 기획부 신청서결재

시스템운영부 인프라관리

데이터개발부 시스템관리

공통개발부 카탈로그관리

시스템관리부 템플릿관리

공지사항관리

권한관리그룹

IT 그룹

신청서결재자그룹

가상자원관리그룹

클라우드관리자그룹

접수자그룹

대시보드관리그룹

클라우드보안그룹 공통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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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대시보드 (Topology Dashboard)

주요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3. 단순화된 운영관리

2. 다양한모니터링대시보드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서버대시보드 (Server Dashboard)

Datacenter01

Cluster01

HostS01 HostS02 HostS03 HostS04 HostS05 HostS06 HostS07 HostS08

Cluster02 Cluster03 Cluster04

서버대시보드

클러스터사용량

28

정상 주의 경고

1

CPU 522 vCore | 2176 vCore

CPU 522 vCore | 2176 vCore

MEMORY 1.69 TB | 8.49 TB

MEMORY 1.69 TB | 8.49 TB

STORAGE 51.61 TB | 170.11 TB

STORAGE 51.61 TB | 170.11 TB

서버상태요약

node1 node2

이름 상태 CPU 메모리

VM #1 poweredOn 8 vCore 16GB

VM #2 poweredOn 8 vCore 16GB

이름 상태 CPU 메모리

VM #1 poweredOn 8 vCore 16GB

VM #2 poweredOn 8 vCore 16GB

TabCloudit 제품소개서 76

다양한모니터링
대시보드

• 클러스터, 노드, 가상서버 등의 자원현황정보를 높은가시성의 대시보드를 통하여 확인

• 클러스터 별세부구성정보 확인을 통한 현황파악용이

• 서비스 부하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환경제공

•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환경구성을 토폴로지 형태로 가시화하여 원활한 현황파악

• 멀티클라우드 별인프라 구성 정보확인

• 토폴로지 영역축소/확대 기능제공

52TB
할당용량

107
가상서버

14
노드

5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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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실장도대시보드 (Rack Dashboard)

주요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3. 단순화된 운영관리

2. 다양한모니터링대시보드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사용자대시보드 (User Dashboard)

랙실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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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 구성도공지사항

내 신청서 리스트

네트워크 경보 리스트

일 TOP 10

결재 진행 현황

+

+

+

+

+

+

+

네트워크경보리스트결재진행현황

추가

추가

삭제

삭제

Layout Builder

INFRA 구성도

공지사항

행위이력

다양한모니터링
대시보드

• 사용자별 노출되는 항목을 설정하여 대시보드 화면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대시보드

개인화 지원

• 위젯형태로 대시보드 화면을 리사이징, Drag & Drop 등 Layout Builder를통해

편집이 가능하도록 지원

• 랙실장도 관리메뉴에서 등록한 랙실장 정보를 도면형태로 확인

•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랙실장 현황 정보를 PDF 다운로드 기능지원

• 랙실장도 관리기능(추가/변경/삭제) 을통해현행화 지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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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알람 (Event Alert)

주요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접속정보및행위이력 (History)

Tabcloudit웹콘솔

가상서버

스냅샷

네트워크

템플릿

볼륨

알람

권한신청

공지사항

화면 권한관리-역할-퍼미션 사용자 User

접속 IP 192.168.0.55 작업 퍼미션 상세

내용 변경 결과 성공

생성일시 2021-02-02 12:18:05 완료일시 2021-02-02 12:18:05

설명(변경 전)
[ 신청서 – 결재 관리] 결재처리
[ 신청서 – 결재 관리 ] 조회
[ 신청서 – 결재 관리 ] 결재반려

설명(변경 후)

퍼미션 상세정보가 변경 되었습니다.

[ 신청서 – 결재 관리] 결재처리
[ 신청서 – 결재 관리 ] 조회
[ 신청서 – 결재 관리 ] 결재반려
[ 대시보드 - VM통계대시보드 ] 조회

알람현황

자원이름 메트릭 임계치 발생일시

가상서버_WEB CPU 경고 98.33 % 2021-03-13 12:10:11

가상서버_WAS RAM 경고 88.40 % 2021-01-02 15:10:11

알람 생성

이름 사용자

배포영역 <선택>

클러스터 <선택>

- -

- -

임계치 주의 경고 %

알람방식 SMS E-mail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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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순화된운영관리

2.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다양한모니터링
대시보드

• 접속정보 및클라우드 가상자원 사용및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체행위이력

확인

• 사용자와 접속 IP, 작업내용, 상세설명 등의 기록을 행위이력 형태로 확인

• 상세페이지를 통한행위이력 변경히스토리 확인

• 배포영역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자원/매트릭 기준으로 알람 설정

• 설정정보에 따른이벤트 발생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지원

• 이메일 또는 SMS 등설정을 통한사전에 장애및부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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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Catalog)

주요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3.단순화된운영관리

2.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가상서버라이프사이클

가상서버라이프사이클관리 (Virtual Server Lifecycle Management)

가상서버라이프사이클
관리항목

생성

시작

삭제

마이그레이션

네트워크
추가/삭제

변경

중단

스냅샷

콘솔

행위이력확인

신규가상서버생성/변경/삭제

관리자검토

가상서버생성/변경/삭제

가상자원구성배포

클라우드사용자

가상서버생성/변경/삭제요청

반려

승인

가상서버신청서작성

카탈로그

구분 카탈로그 A 카탈로그 B 카탈로그 C

SW

WEB_1 WEB_2

WAS_2

DB_1

OS CentOS 7.x
Windows  

Server 
2016

CentOS 7.x

이미지 추가

배포영역 이름

Openstack Ubuntu

- -

VMware Centos 7.x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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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선택

가상자원신청서작성

이미지템플릿

카탈로그

단순화된
운영관리

• 가상서버 생성/변경/삭제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검토승인을 통해

요청반영

• 웹콘솔 포탈에서 몇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가상서버 관리기능 지원

- 가상서버 시작/중단,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콘솔접근 등

• 가상서버에 대한 상세정보 및모니터링, 행위이력 등정보확인기능 지원

• 서비스 자원을 조합한 템플릿 기반의 카탈로그 관리를 통한관리효율성 증대

• 카탈로그 정보조회및수정기능을 통한사용자 편의성 향상

• 사용자 필요에 따라카탈로그 템플릿 변경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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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풀관리 (IP Pool)

주요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3.단순화된운영관리

2.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4. 클라우드 비용관리 최적화

물리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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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GW 개발

배포영역 IP POOL 유형 CIDR 게이트웨이 IP 사용중 전체

내부 서비스 10.214.121.0/24 10.214.121.254 15 200

내부 NAS 10.214.122.0/24 10.214.122.254 38 200

내부 백업 10.214.123.0/24 10.214.123.254 82 200

노드

배포영역 이름 가상서버수 데이터스토어수 vCore 할당된코어 메모리사용량

내부 Node#1 9 2 96 10 120.1 GB

내부 Node#2 11 3 144 13 50.8 GB

내부 Node#3 7 2 96 43 111.3 GB

내부 Node#4 6 2 144 61 67.5 GB

배포영역 내부

이름 Node#1 가상서버수 9

데이터스토어
수

2 CPU 코어 32

VCORE 96 할당된코어 10

메모리용량 511.6 GB 메모리사용량 120.1 GB

데이터스토어
용량

65.9 TB
데이터스토어

사용량
13.7 TB

시스템상태 connected 유지보수모드

지난 3시간

CPU 사용(%) CPU 준비(ms)

데이터스토어쓰기처리량(KBps) 데이터스토어읽기처리(KBps)

상세

모니터링상세

단순화된
운영관리

• 클라우드 구성물리호스트에 대한 현황파악용이

• One-UI 를적용하여 한화면에서 호스트에 대한정보를 한눈에 파악

• 하단탭에서 물리호스트의 상세정보, 가상서버 현황, 모니터링 정보확인

• 서비스별 IP 관리를 위한 IP 풀관리 기능제공

• IP 풀관리를 통한내부및외부 IP 자원의 현황파악 용이

• 신규관리 IP 정보가 필요한 경우추가생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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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링 (Billing)

주요기능

1. 효율적인 자원관리

3. 단순화된 운영관리

2.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4. 클라우드비용관리최적화

미터링 (Metering)

미터링

사용월 - 배포영역 이름 vCore 메모리 - 총사용시간

YYYY-MM - 개발 Zone 개발_WAS 8 64 - 15일2시간 5분

YYYY-MM - 운영 Zone 운영_DB 4 32 - 15일4시간 30분

클라우드이용내역서

개발_WAS가상서버사용시간

2021.06 2021.07 2021.08 2021.09

360

270

180

90

0

Active Total

빌링

04월 요약

청구금액(원)

40,300,440

지난달요금대비 21%

03월 요약

청구금액(원)

50,144,300

지난달요금대비 20%

02월 요약

청구금액(원)

40,124,442

지난달요금대비 1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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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비용관리
최적화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 기반의 모니터링 및관리로 비용최적화

• 가상자원 서비스별 과금의 기준이 되는미터링 지표에 대한데이터 통계제공

• 가상서버의 미터링 상세 정보와 사용일별 미터링 정보, 사용시간을 그래프(차트)로

제공

• 클라우드 자원신청내역에 대한예상비용을 포탈화면에서 확인

• 선택된 월기준으로 3개월간의 청구금액 및요금증감 비율제공

• 빌링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행된 청구서 정보확인및이용내역서 PDF 다운로드

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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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SIMPLIFY

• 다양한 클라우드의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단순화

• 멀티 클라우드를 단일 플랫폼 사용을 통한 비즈니스 속도 향상 제공

EASY

• 클라우드 포털 사용의 특성과 타 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험을 고려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인 형태로 화면 구성

VISUALIZATION
• 클라우드 포털의 목적과 대상 사용자 특징에 적합한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 방식 적용

MANAGEMENT

• 클라우드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시스템 성능 관리, IT자원환경

관리 제공

OPTIMIZED

• 멀티 클라우드 관리 포털 서비스를 구성하여 One-Point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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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AI Data Platform
제품소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시스템을
한꺼번에구축할수있을까?

통합모니터링을업무모니터링에
활용할수있을까?

AI 빅데이터전문인력과
자원관리는?

편리한AI운영관리환경을
어떻게구축할까?

Why SAi-Da™?
SAi-Da를선택해야하는이유

SAi-Da™ 개요

인프라기반서비스영역

Cloud

핵심서비스영역

AI / Big Data

DaaS
(Data as a Service)

AIPaaS
(AI Platform as a Service)

AIaaS
(AI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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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AI·BigData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극대화 합니다.

BigData/AI와
Cloud 환경을
통합하여기술융합
서비스를제공합니다.

SAi-Da 는데이터를통합하여
인공지능과빅데이터기술로

개발운영하는통합플랫폼입니다.

01

1 AI 및빅데이터기술제공으로빠른 ICT 업무적용및확장

2 클라우드 + AI + 빅데이터환경의플랫폼구축으로효율화

3 워크플로우기반의워크벤치도구를사용한 codeless 환경제공과
시각화 UI를통한리소스관리

4 클라우드기반의 AI 빅데이터데이터플랫폼실행/운영환경

5 통합모니터링업무대시보드구축을통한업무활용

6 웹툴킷을통한웹브라우저접근으로 AI 빅데이터업무개발즉시활용가능



• 인프라 / SW / Data / Analytics / 경험 등

기업의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서비스 통합

• API Gateway제공을 통한 대내외 데이터

연계 용이

• 개발자 API를 이용한 타사 컴포넌트 개발 및

등록 인터페이스 제공

• 파이프라인 기반의 워크플로우 설정으로

스텝 별 도식화 및 공유 기능 제공

• 워크플로우 재활용 및 공유 기능 제공

• SW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시스템 구성 가능

•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운영 및 관리

• 웹 기반 DIY 워크 플로우 저작 도구 및

모니터링 / 실행 / 제어 인터페이스 제공

• 독립형 실행 환경과 웹 툴킷 저작 환경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기반 툴박스 제공

• AIOps 등의 지능형 운영 서비스 환경을 대비한

서비스 확장 지원

• Analytic 분석 도구 및 시스템 확장 기능 제공

SAi-Da™ 특장점

체계적인개발수행을위한
기능제공

다양한환경구성을통한
서비스구성

편리하게사용하는
AI-BigData분석환경

지능형서비스개발을위한
확장기능제공

유연한데이터활용및
관리지원

• 모델 학습과 서빙 프로세스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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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a™는
데이터서비스의
일관성을유지시키며
편리한업무적용을
지원합니다.

02



SAi-Da™ 전체플랫폼구성도

업무 AI 빅데이터운영플랫폼으로써

클라우드기반데이터허브수집연계및빅데이터 AI 분석플랫폼을제공합니다.

AI Platform as a Service

업무Data HUB

Cloud ComputingAIaaS (AI Catalog)

Data Catalog Service
데이터포털연동

외부 기관 공개 데이터
Web Service AI Platform as a Service CMP

SaaS

PaaS

IaaS

운영 서버 자원

Web Service

Web IDE Community Service

AI Frameworks AI Publish Service

웹
인

터
페

이
스

보
안

모
듈

데이터 가공

데이터 가공

웹 기반 AI 서비스/모델 개발 도구

AI 관련 소식 / 커뮤니티 서비스

가상화 개발 플랫폼, GPU 할당

데이터
등록

데이터
활용교육

데이터
검색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연계

AI모델
개발

데이터
공유

기업용
데이터장소

관련 데이터 생성

TensorFlow

AI 모델
관리

Keras

데이터 분석
리포트

라이브러리

데이터
시각화

외부 업무 공유 데이터

원천 데이터 수집 저장

SDN

원천 데이터 수집 저장

데
이

터
수

집
기

개
별

업
무

개
발

웹
/앱

국내/해외 공공 연관 데이터

웹직접등록

AI 분석 리포트 공유

AI 모델 배포 및 서비스

모델 배포 자원 할당

업무포털 / 업무 네트워크 포탈

업무관리

컨테이너
플랫폼

업무 리소스

업무기획

CI/CD

인프라
서비스

업무진행

개발 플랫폼

컨테이너
서비스

포탈 및 운영 서버 (크라우드 소싱)

멀
티

클
라

우
드

Data Hub Storage

Data Pipeline Service

빅데이터 클라우드업무포탈(CMP, DevOps)인공지능

Search
SDDC

Search
Data Storage

클러스터 NVMe 스토리지

Kubernetes 클러스터

클러스터 NVMe 스토리지

Kubernetes GPU 클러스터

클러스터 올플래시 스토리지

VM 클러스터

클러스터 올플래시 스토리지

VM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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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등록

내부 업무 관련 생산 데이터

외부 기관 원천 데이터

업무관련 IoT 실증 데이터

03

API/
실시간성
데이터

실무활용가능
파일데이터

업무 IoT,  
영상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업무전용 관리
데이터저장소

스타트업 생산
AI 모델

데이터분석
결과

공개용AI  
모델



SAi-Da™ 서비스흐름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워크플로우기반엔진구성개념도

데이터의수집과적재, 처리, 모델개발및서빙등 전주기 DLC (Data Life Cycle, 데이터라이프사이클)을통해

관리하는 AIOps 환경을지원합니다

Cleanse pipeline

센서 스트림 처리

수집 / 적재 / 처리

Cleanse pipeline

수집 / 적재 / 처리 학습

배포

Feature engineering

Training data

Training / Testing Evaluation

Classify / Predict
Trained model

Chosen model

Data
Resource

주기적 모델 업데이트

입력 스트림 예측결과

tagging

Web Toolkit
(워크플로우편집기)

Client SDK
(Client API)

�데이터 적재

�데이터 처리

�비식별 처리

�기계학습 / 딥러닝

�On-demand 서빙

�스트림 서빙

�Spark ML 기반 기계학습

�자동기계학습 (Auto ML)

�분산학습 클러스터 기술

SAi-Da 인공지능프레임워크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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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a™ 기능목록

SAi-Da™는클라우드환경에최적화된스마트 AI-BigData 솔루션입니다.

구분 핵심기술모듈 주요기능

1 Main Framework코어

2

Dev Composable  

컴포넌트

(프레임워크기능)

3
Dev

클라이언트

4

관리자권한

시스템

* 실제 구축 시 시스템 구축 성격에 따라 구현 파트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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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워크기능

• 게이트웨이기능

• 오케스트레이션기능

• 레지스트리기능

• HDFS 스토리지기능

• 모니터링기능

• 데이터분석기능 (Jupyter HUB, R)  

• 시각화기능 * (D3, Grafana)  

• oneAPI *

• Analytics ZOO*

• 데이터적재기능

• 데이터처리기능

• 모델학습기능

• 학습모델서빙기능

• 융합서빙기능

• 모델검증및평가기능

• 파일시스템처리기능

• 워크플로우저작기능

• 저장소기능

• 워크플로우실행모니터링및제어클라이언트기능

• 관리기능

• React UI 개선

• 접속권한관리 (Process 제어)* • 미터링/빌링*

• 분산환경클라우드 SaaS (k8)*

05

※ 실제 구축 시 시스템 구축 성격에 따라 구현 파트를 선택 합니다.



SAi-Da™ 아키텍처

DashBoard / Cloud Portal, AI Portal, WorkFlow Monitoring

AI – BigData Framework

Cloud Infrastructure Private/Public/Hybrid

D
a

ta
C

o
lle

cto
r

A
P

IG
a

te
w

a
y

SAi-Da™ 는 Smart AI Data 플랫폼로써데이터서비스의일관성을유지시키며편리한업무적용을지원하며, 

오픈소스기반개발프레임워크와클라우드구성, 데이터수집, API Gateway, Dashboard  monitoring 으로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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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igdata 개발프레임워크

• 코드개발을최소화하는 Work flow 기반의개발과정

• End-to-End 개발지원

• DevOps 환경구현

• Modular 방식구성

SAi-Da™ 기능

1. 오픈소스기반의다양한Ai-Bigdata 
프레임워크제공

2.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플랫폼 운영 지원

3. 국제표준카탈로그개발을위한DataCollector

4. 대내외 연계를 위한 API Gateway 제공

5. 관리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 제공

6. 편리한 AI-BigData 분석을 위한 UI/UX 기반

DevOps 환경 제공

다양한 UI/UX 제공 Core Architecture

Application Layer Orchestration Layer Infra Layer

Component Archives

Webtoolkit

ClientSDK

API Gateway

Repository

Engine Launcher BIG DATA

CoDDL SchedulerOrchestrator

Sched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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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기반의
다양한 Ai-Bigdata
프레임워크제공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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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인프라기반

• 다양한형태의 Cloud 인프라를기반으로플랫폼운영지원

SAi-Da™ 기능

1. 오픈소스기반의다양한Ai-Bigdata  

프레임워크제공

2. 클라우드인프라기반플랫폼운영지원

3. 국제표준카탈로그개발을위한DataCollector

4. 대내외 연계를 위한 API Gateway 제공

5. 관리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 제공

6. 편리한 AI-BigData 분석을 위한 UI/UX 기반

DevOps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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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기반
플랫폼운영

07

Data Hub Storage

Data Hub Storage Data Hub StorageData Hub Storage Data Hub Storage

Data Hub Storage

업무Data HUB

Cloud

Private Cloud Public Cloud Hybrid Cloud

Data Hub Storage

클러스터 NVMe
스토리지

클러스터 NVMe
스토리지

클러스터 올플래시
스토리지

클러스터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계열
데이터

클러스터 NVMe  
스토리지

Kubernetes 클러스터 Kubernetes GPU 클러스터 VM 클러스터

업무 IoT,
영상 데이터

Search
Data Storage

Search
SDDC

VM VM VM VM

VM 클러스터

VM VM VM V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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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ake

AI PaaS
(AI 개발플랫폼)

AI Catalog
(AI as a Service

Data Catalog
(데이터 HUB포털)

Data Collector

Data Collector

SAi-Da™ 기능

1.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Ai-Bigdata 

프레임워크 제공

2.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플랫폼 운영 지원

3.국제표준카탈로그개발을위한Data Collector

4. 대내외 연계를 위한 API Gateway 제공

5. 관리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 제공

6. 편리한 AI-BigData 분석을 위한 UI/UX 기반

DevOps 환경 제공

User Web/App

배포된인공지능모델을
과제별 Web, APP 
서비스에서활용

Private
분석수집데이터

Private
AI 모델& 알고리즘

Public
AI 모델& 알고리즘

DCAT국제표준규격개발

Public
데이터

Smart AI Data Platform 제품소개서 92

국제표준
카탈로그개발을위한
Data Collector

• 데이터수집을통한국제표준카탈로그개발로 Data Hub, Lake 구현

07

센서, IoT 디바이스

외부기관 크롤링 정보

내부/외부 연계 데이터

API 등록

웹직접등록

국내/외데이터포털 Data 연동

Web / App
서비스 활용

포털

데이터 등록/수집

데이터 연동(API)

데이터 저장/관리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데이터 연동(API)

AI 모델 개발 환경 제공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AI 모델 관리/배포

AI 모델 및 업무 홍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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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Gateway

SAi-Da™ 기능

1.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Ai-Bigdata 

프레임워크 제공

2.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플랫폼 운영 지원

3. 국제표준 카탈로그 개발을 위한 Data Collector

4. 대내외연계를위한 API Gateway 제공

5. 관리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 제공

6. 편리한 AI-BigData 분석을 위한 UI/UX 기반

DevOps 환경 제공

API gateway 연계방안 (예시)

Mobile Device

Browser

Microservice  
Account

GET /accounts/{account-id}
POST /accounts

GET /posts/{post-id}
POST /posts

GET /attach-files/{file-id}
POST /attach-files

Microservice  
Account

Microservice  
Account

/ blog-account

/ blog-post

/ blog-storage

API Gateway

API관리기능 API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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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연계를위한
API Gateway  
제공

• MSA 개발및대내/외부연계를위한 API Gateway 제공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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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Dashboard / 시각화표출

SAi-Da™ 기능

1.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Ai-Bigdata 

프레임워크 제공

2.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플랫폼 운영 지원

3. 국제표준 카탈로그 개발을 위한 Data Collector

4. 대내외 연계를 위한 API Gateway 제공

5. 관리편의성을위한다양한대시보드제공

6. 편리한 AI-BigData 분석을 위한 UI/UX 기반

DevOps 환경 제공

※ 상기 대시보드는 예시 이미지로서 실구축 시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mart AI Data Platform 제품소개서 94

관리편의성을위한
다양한대시보드
제공

• 클라우드포탈및빅데이터시각화를통한다양한대시보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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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기반 DevOps 환경제공

SAi-Da™ 기능

1.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Ai-Bigdata 

프레임워크 제공

2.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플랫폼 운영 지원

3. 국제표준 카탈로그 개발을 위한 Data Collector

4. 대내외 연계를 위한 API Gateway 제공

5. 관리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 제공

6. 편리한AI-BigData 분석을위한 UI/UX 기반
DevOps 환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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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AI-BigData
분석을위한
UI/UX기반 DevOps
환경제공

• UI/UX 기반의편리한 Serving 구현환경및 DevOps 환경제공

07

로그인화면 Resource 관리 Component 관리 Resource 관리

대시보드 분석결과차트 시스템설정관리 시스템설정관리

Analysis Jupyter 워크플로우 그래프기능



AI·빅데이터분석및서비스기능예시 Smart AI Data Platform 제품소개서 9608

loE 스트림 데이터 수집/적재 실시간 loE 스트림데이터 파이프라인 딥러닝 모델연동및리소스 최적분산 딥러닝 스케줄러 Coverged 서빙패브릭

대용량 파이프라인 처리 개인정보 및민감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딥러닝 모델 On-Demand 서빙 ML 모델스트리밍 서빙

자동기계학습 (AutoML) 이상감지 딥러닝 모델스트리밍 서빙



유연한 AI·빅데이터환경지원

• 워크플로우 기반의 AI 모델 개발 업무

형상관리하여 DevOps 환경 지원

• 융합 프로세스에 대한 분산 컨테이너 처리

유연한 시스템 자원 분산 처리

향상된편의성

• 코드 입력을 최소화하는 코드리스 시스템 기반의

워크플로우 WEBToolKit 제공

• Pre-built component를 활용한 개발 지원

클라우드최적화

• Docker container 기반의 Process 리소스 활용 및

자원 관리 지원

•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구성하여

PaaS 기반 플랫폼으로의 확장 지원

AIOps 대응통합관리체계확립

• AI 모델 및 개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AIOps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관리 체계 지원

• 이용량 급증, 수요 변화 등 긴급 상황 시

민첩한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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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_ 클라우드 기반 IoT 화재예방 감시 플랫폼

물품공급

• 양돈축사

• 공사장

• 임시창고

• 가건물

• 조립식주택

IoT 화재감지기 수요처 유관기관

사용자 시민및
민간데이터 사업자

민간업체
(유지관리업체)

데이터사업자
(분석통계,AI)

사용자 시민
온라인
상점

오프라인
상점
소방기기
편의점,마트
철물점

정보수집

위치정보

설치정보

장비고유시리얼번호

장비센서정보

정보저장및분석

수집데이터 저장

생산데이터

운영정보

현장환경
정보

센서정보

정보관리및표출

Dashboard/현황

생산데이터

운영정보

현장환경
정보

센서정보

정보서비스

대시민정보
Web / App

통계정보
API Gateway

제품제조공장

클라우드 IoT 화재예방감시플랫폼

제품 생산 정보

시리얼번호 롯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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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가공영역 연계분류데이터 처리 영역

.

CCTV 저장서버

학습용 데이터셋
모델개발

유통 상용 데이터셋
모델개발

서비스용 데이터셋

서비스개발용 AI개발

원본 데이터

연계서버

관제허브플랫폼
활용포털

상용 / 거래 / 학습 / 
서비스 데이터
(API Gateway)

비식별화 데이터

데이터제공주체
(공공기관, 데이터 생산자)

네트워크

멀티엣지클라우드환경구성

유통 / 거래 / 메타데이터

활용분야 _멀티클라우드기반 AI관제허브플랫폼10

속성별 관리주체별 유형별

지역별 대상별 유형별

전처리 표준화 고도화

관제허브플랫폼 AI 데이터셋

스마트시티
시설관제

스마트소방 /  
방재데이터

교통차량
분석데이터

방범치안
관제범죄

주차및
취약지구감시

범죄예방우려
/이상행동자

어린이/유아
및주변정보

아동·자폐·정신
장애인

고령
치매환자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네트워크

데이터분류및표준체계

멀티클라우드 AI 관제허브플랫폼

서비스활용

공공활용

데이터거래

학습

상용화

서비스개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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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재난안전 AI 통합플랫폼

유관기관

원거리 CCTV

저도 카메라

스피드돔 (360도)

특수카메라

Smart AI Data Platform 제품소개서 101활용분야 _클라우드재난안전 AI플랫폼10

현장제어
(수문제어, 경고방송)

현장통제
(재난 상황 및 수위관리)

Private Cloud

영상정보

VMS

영상연계

정보서비스

대시민정보
Web / App

통계정보
API Gateway

분석데이터
유통

정보관리및표출

Dashboard / 현황

현장환경정보 분석빅데이터

수위정보 저수지정보

데이터 관리기능

수집정보 인공지능 분석

정보저장및분석

수집데이터 저장

AI 분석 통계

분석데이터

현장환경정보 분석빅데이터

수위정보 저수지정보

정보수집

위치정보

일반정보

기상/환경정보

현장센서정보

외부연계 API Gateway HTTP/S FTP Socket WEB

외부SYSTEM
API

재난 경보시설

마을 방송시설

학교 방송시설

아파트 방송시설

다중 이용시설

시설관리

장비관리

실시간관리

이력관리



BUSINESS STORY

이노그리드는클라우드 full stack을보유한국내기술중심제조사로서, 

제조사의직접적인기술지원, 다수대형고객의구축 Reference 확보등을통해

기술력의신뢰성을확보하였습니다.



기술지원체계

정기점검프로세스

• 일정 협의 (계약조건에 따른

현장 or 원격)

• 정기점검 담당자 배정

• RAW DATA 수집

•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 고객사 확인

정기점검시작

스케쥴링

점검진행

개발및영업담당자
결과공유및피드백

정기점검결과보고서
고객사전달

N

기술지원절차

• 기술지원 담당자 유·무선

원격지원 (E-mail, Call)

• 부문별 기술지원 담당자 배정

• 장애원인 및 유형 분석

• 장애상태 파악

• 유지보수 계약 확인

•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이력관리

• 장애처리 내역 보고서 작성

• 고객사 보고서 제출 및 확인

운영중장애발생

접수및요청장애내역확인

기술지원담당자배정

장애세부사항분석

2차장애처리

결과보고및이력관리

처리완료

중대장애시
담당자현장투입

장애처리완료

특이사항유무

• 기술지원 담당자 직접방문

1차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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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점검프로세스및장애지원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전문
기술인력을통한
서비스제공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전문기술
인력으로구성된인력풀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노그리드기술지원서비스는직접방문서비스와원격지원, E-mail, Call 등을통해안정적으로제품운영이가능하도록지원합니다.

Y

N

정기점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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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1/4)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고객사 도입제품

2022년 근로복지공단 CMP 공급 건 근로복지공단 TabCloudit

2022년 LX국토플랫폼 구축사업(2차)용역 한국국토정보공사 Openstackit, TabCloudit

2022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서울특별시 Cloudit, TabCloudit, SECloudit

2022년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인프라 2단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penstackit, TabCloudit, SECloudit

2022년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인프라 1단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penstackit, TabCloudit

2022년 [스마트ICT]빅데이터 가상화 시스템 유틸리티소프트웨어 구매 경남대학교 Cloudit

2021년 대구광역시 D-클라우드 2.0 3단계 구축 대구광역시 Openstackit, SECloudit

2021년 전력ICT 대전센터 비전력분야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한국전력공사 Openstackit, TabCloudit

2021년 모바일 신분증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한국조폐공사 Openstackit

2021년 LX국토정보플랫폼 구축 사업(1단계) 용역 한국국토정보공사 TabCloudit

2021년 소4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르웨어 및 가상화솔루션 구매 경남대학교 Cloudit

2021년 [♣♣♣대학교육] 대2소3_인공지능 GPU 서버 구매 전남대학교 Cloudit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통합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물품 구매 용역 경상대학교 Cloudit

2021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TabCloudit

2021년 그룹공동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우리에프아이에스 TabCloudit

2021년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부산광역시 Cloudit

2020년 안동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안동시 Cloudit

2020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울산광역시 Clo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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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2/4)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고객사 도입제품

2020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한국뇌연구원 Cloudit

2020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OpenStackit

2020년 클라우드 시스템 SW 및 관리솔루션 구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Cloudit

2020년 DTiMS 성능개선 상업 인프라 도입을 위한 물품구매 국방기술품질원 Cloudit

2020년 클라우드 포털 구축 개발사업 롯데정보통신 TabCloudit

2020년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DB INC Cloudit

2021년 차세대 스마트 시티 구미시 Cloudit

2021년 차세대 스마트 시티 김천시 Cloudit

2021년 부산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용역 2차 부산시 Cloudit

2019년 유베이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컨텍센터 구축 사업 유베이스 Cloudit

2019년 차세대 지방세 구축 1단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TabCloudit

2019년 전자결제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 한국전력공사 OpenStackit / TabCloudit

2019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울산광역시 Cloudit

2019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사업 담양군청 Cloudit

2019년 Private Cloud 구축 2차 사업 농촌진흥청 OpenStackit

2019년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 Cloudit

2019년 GPU 클라우드 구축 사업 노타 Cloudit

2019년 다크웹(넷) 검색분석 인프라 구축 사업 경찰청 Clo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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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3/4)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고객사 도입제품

2019년 제우스 반도체 추가 확장사업 3차 제우스반도체 Cloudit

2019년 클라우드잇 추가 확장 사업 강동대학교 Cloudit

2019년 망분리 및 업무시스템 인프라 구축 2차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loudit

2019년 선바위 도서관 차세대 인프라 구축 사업 울산 선바위도서관 Cloudit

2019년 사물인터넷 정밀관리 2차 사업 농촌진흥청 Cloudit

2019년 LX 국토정보플랫폼 실험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OpenStackit

2019년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부산광역시 Cloudit

2019년 국가혁신클러스터 R&D사업(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OpenStackit

2019년 부산대학교 오픈스택잇 시스템 구축 사업 부산대학교 Openstackit

2019년 노후 가상화서버 교체 도입 한국한의학연구원 Cloudit

2019년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나주시 Cloudit

2019년 국가기록원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구축 국가기록원 OpenStackit

2019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민대학교 Cloudit

2019년 코트라 개발팜 구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Cloudit

2019년 빅데이터 기반 항공산업 트랜드 분석 용역 2차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Cloudit

2019년 IDC 인프라 서비스 3차 사업 경북대학교 Cloudit

2019년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Cloudit

2019년 바이코리아 서비스 인프라 구매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Clo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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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4/4)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고객사 도입제품

2019년 개방 DB 인프라 도입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Cloudit

2019년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 구축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연구소 Cloudit

2019년 빅데이터 기반 항공산업 트랜드 분석 용역 1차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Cloudit

2019년 창업입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창업진흥원 Cloudit

2019년 클라우드 기반 내부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한국뇌연구원 Cloudit

2019년 국방 지휘통제 통합/연동 기반기술 특화 연구실 클라우드 구축 국방과학연구소 OpenStac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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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교육기관

이노그리드고객사전체현황 (공공/교육기관)

※ 이노그리드 고객사례집 다운로드 : https://www.innogrid.com/gov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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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교육기관

이노그리드고객사전체현황 (공공/교육기관)

※ 이노그리드 고객사례집 다운로드 : https://www.innogrid.com/gov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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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노그리드고객사전체현황 (민간)

※ 이노그리드 고객사례집 다운로드 : https://www.innogrid.com/gov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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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랩

아이웍스

더본스토리

마이다스 엔터테이닝 드림워커원



민간

이노그리드고객사전체현황 (민간)

※ 이노그리드 고객사례집 다운로드 : https://www.innogrid.com/gov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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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시스템 디트레이딩

인에이블 에너썸

이와이씨



이노그리드

045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10층

TEL : 02. 516. 5990 l Fax : 02. 516. 5997

www.innogrid.com

영업문의

070. 4866. 5523

biz_head@innogrid.com

기술문의

070. 4866. 5528

rndtech@innogr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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