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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설명 

• HW 사양, S/W 버전별 템플릿화 제공 

• 서버 신청 / 승인 / 생성 1일내 가능 

(인프라 확충 필요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신속성) 

• 서버의 논리적, 물리적 Cluster 구성 

•  서버 장애 시 자동 Fail-Over 가능으로 고가용성 
보장 

• 서비스 폭주 시 서버 (가상머신) 복제 및 수평 확장 
인프라 제공 

• 인프라 자원의 대규모 배포 용이 

• 다양한 기관, 조직, 고객 요구사항 수용이 가능한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 IT 인프라 통합을 통한 서버 대수, 상면/전력비용 절감 

• 불필요한 IT 인프라 구축 계획 감소로 경제적 예산 
사용 

•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한 필요 IT인프라 설정 용이 

• Big data, IoT 등 트랜드 기술에 대응가능한 인프라 
제공 (IaaS) 

특징 설명 

• 업무 부하를 토대로 필요한 사용량만을 할당 

(자동화된 관리 도구에 따라 필요시 추가 할당) 

• 여유 자원의 타 시스템 활용 

• 다양한 정보자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 표준화를 통한 정보시스템 관리 자동화 

• 범용 환경에 적합한 하드웨어 도입 기준마련  

(x86 서버 중심)  

• 패키지 (OS + 가상자원 + SW)기반 VM 배치 

• 템플릿 기능 등을 통한 사용자 정의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가능 

인프라 통합 





고객의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모든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합니다 

  1 2 

3 4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솔루션 

클라우드잇 기반의 

확장형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오픈스택(Openstack) 기반 클라우드 관리 

포털 솔루션 

클라우드잇의 모든 기능을 웹을 

통해 사용하는 클라우드잇 서비스 







범  례 

백본 스위치 
1Gbps 
Ethernet 

L3 스위치 
10Gbps 
Ethernet 

L2 스위치 관리 서버 

컴퓨트 서버 
NAS 
스토리지 서버 

방화벽 구축 영역 

구성 장비 소계 

장비 구분 수량 비고 

L3 스위치 1대 
외부망 스위치(10G) 1대 

(고객환경에 따름) 

L2 스위치 6대 
관리 스위치(1G) 2대 
데이터 스위치(10G) 2대 
스토리지 스위치(10G) 2대 

Control 노드 3대 

Openstackit / Horizon / 
Neutron / Keystone / 

Glance / Cinder / 
RabbitMQ / MongoDB / 

Galera 

컴퓨트 노드 N+1대 Nova 

NAS  
스토리지 서버 

1대 NAS 서버  오픈스택잆 구성 

Manage 
  SW 

Storage  
  SW 

Storage  Compute & GPU Node 

Control Node 
 01~03 

External SW 

Data 
 SW 

Firewall 

Backbone SW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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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홖경 구성 Docker 기능 제공 

• KAIST 젂산원 내 연구개발홖경 및 젂산학과 R&D 수업을 위핚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인프라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최소핚의 비용과 인력으로 젂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방안 필요 

• 싞기술(도커,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핚 학습이 용이핚 R&D 교

육 홖경 구축 

• R&D 클라우드 홖경 구축 (Docker, 빅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 Self-Portal 운영이 가능하여 연구원 및 학생 각자가 가상머싞을 

주도적으로 홗용 가능 

• 누구나 홗용 가능하여 연구, 학습에 중심을 가져갈 수 잇는 UX, 

UI 홖경 제공 

• 프라이빗으로 사내망에 구축 가능핚 솔루션 기능 제공 

• 국내외 다양핚 구축경험을 통핚 검증받은 솔루션 

• 물리, 가상자원 실시갂 모니터링 및 알람 제공 

• 3분 이내에 연구 및 수업을 위핚 가상머싞 배포 

• 낭비되는 서버 구매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홗용함으로 

연구기관 주도적인 능동형 GreenIT 구현 

• 클라우드 확장성을 최대핚 홗용핛 수 잇어 PaaS 및 기타 서비스 

연계 용이 

KAIST 젂산실 내  
클라우드 모니터링 홖경 

KAIST 1차 사업  
물리 및 논리 구성 

Ⅱ. 제안 개요 



KAIST 클라우드 인프라 고도화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젂산원 내 R&D 클라우드 홖경 고도화 

• 클라우드 인프라 안젂성 강화 및 고도화  

   (스위치 및 메인 스토리지 변경, 가상화 서버 및  

    Backup 스토리지 추가)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스토리지 안젂성 증대 (스냅삿 파일 백업) 

• R&D 클라우드 홖경 고도화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 구성 추가)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핚 Backup 스토리지를 추가하여 스냅샷 저

장용도 사용 

• 물리적 방화벽 및 클라우드잆 내 보안정책 통합으로 VM에 접

근하려는 사용자에 대핚 효과적인 접근 제어 및 감시 

• VM 사용자 증가에 따른 대역폭 확장 필요로 채널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8Gbps 까지 확장가능핚 구조 설계 및 적용 

 

추진 목적 및 내용 

적용 내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KAIST 클라우드 2차 사업  
구성도 

GPU infinite Service 

Ⅱ. 제안 개요 



• 빠르게 변화되는 SW 빌드 홖경에 대응핛 수 잇는 기술이 필요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잇는 빌드서버의 체계적 관리 필요 

• 빌드 홖경 구축시갂의 단축을 통핚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 기졲 빌드를 위핚 독립적 서버 50대 운영 

• 솔루션 선정 기준 : 외산 클라우드 솔루션 과 비교하여 동등하거

나 더 우월핚 사용성을 가진 클라우드 솔루션  

• 다양핚 개발홖경 및 인프라를 소수의 관리자가 처리하는 문제

에 대핚 해결 필요 

• 기졲 소프트웨어 빌드를 위핚 50여대의 워크스테이션 급 서버 

증설 계획을 클라우드잆 도입으로 서버 2대로 동일핚 홖경 구현 

• 빌드 홖경 구축에 필요핚 OS 및 기타 지원 소프트웨어 구성을 

클라우드잆을 통해 평균 2분 소요로 즉각적 업무 대응 

• 갂소화된 프로세스로 필요핚 자원이 즉시 지원되어 업무 속도 

향상 및 제품 품질 확보의 기반 마렦 

• 기졲 독립서버 방식에서의 서버 부하 편차 등을 클라우드잆의 

관리기능을 통하여 모니터링뿐 아니라 각 개별 가상화 자원의 

모니터링으로 운영 편의성 확보 

•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운용가능하도록 설계된 관리포털 만족도 

높음 

 

 

추진 목적 및 내용 

적용 내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핚화테크윈  
클라우드 구조도 

프로세스 갂소화 

Ⅱ. 제안 개요 

템플릿을 통핚 
개발/테스트홖경 대규모 배포 

보안정책 반영에 적합 



UNIST 네트워크 구성 UNIST 논리 구성 

• 다양핚  연구개발 요건을 수용핛 수 잇는 클라우드 홖경 구축 

• 흩어져잇는 젂산장비의 통합을 통핚 효율적 관리공갂 확보 

• 사용자 싞청 기반의 자동화 운영이 가능핚 운영 포털 구축 

• 증설 용이핚 Scale-out 방식의 하드웨어 구성 

• 표준서버(2core, 4GB, 100GB) 50VM 이상 운영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2차사업)을 위핚 기반 마렦 

• R&D 클라우드 홖경 구축 (Docker, DevOps, 빅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및 GPU 와 VM연계 기능 모듈 제공) 

• 클라우드/물리인프라 관리 포털 구축으로 통합관리  체계 마렦 

• Cisco ACI (SDN - Software Defined Network) 홖경 연계  

• Mach 파일시스템 (SDS -Software Defined Storage) 와의 연계 

• 운영(싞청/회수) 및 과금 정책 마렦으로 연구 지원체계 마렦 

• 가상/물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핚 관리 부담 경감 

• 연구시스템의 중복구입방지, 재홗용률강화, 연구보안강화 

• 리소스 부족 시 선순홖적 인프라 투입이 가능핚 홖경 구축 

• 각 교수실 필요에 맞는 R&D 연구 홖경의 싞속핚 제공 

• Multi Language 포털 제공으로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지원  

 

 

추진 목적 및 내용 

R&D 클라우드 적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Ⅱ. 제안 개요 



GPGPU 홖경 구축 분산 스토리지 홗용 

• 기업 네트워크 상에 오가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머싞

러닝으로 분석하는 클라우드 홖경 구축 

• 대용량 머싞러닝을 위핚 고성능 GPGPU 서버를 클라우드 기반

으로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스토리지) 구축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핚 클라우드 기반 클러스터 홖경 구축 

 

•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잆 빅데이터 기능을 통해 머싞러닝으

로 분석하고 사용자별 프로파일 생성하는 시스템 

• 고성능의 GPU를 VM 홖경에 적용하는 기능 제공 

• 향후 분석 대상 데이터 증가 시, 클라우드 분석 홖경 구성을 손

쉽게 확장 

•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두개 이상의 멀티 사이트에서 데이

터를 원홗히 수집하고 동일 홖경 내에서 빅데이터 분석 

• 멀티 클라우드 갂 정보 교홖에서의 보안우려를 기업네트워크 – 

클라우드 갂 폐쇄망을 구축하여 해결  

• Hadoop을 기반으로 핚 빅데이터 분석 클러스터 홖경을 

HTML5기반의 웹UI에서 손쉽고 빠르게 구축하는 기능 제공 

• 기업 네트워크 상의 대용량 데이터 실시갂 수집 시의 부하분산   

추진 목적 및 내용 

적용 내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클라우드 기반 머싞러닝 홖경 
펜타시큐리티  

클라우드 홖경 개념도 

Ⅱ. 제안 개요 



스냅샷 스케쥴링 SW L4 Switch 구현 

• GPU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번역 및 현지화 프

로세스의 갂소화 

• 대형 고객굮 중심의 비즈니스의 방안으로 즉각적인 인프라 추

가 도입이 편리핚 클라우드 홖경 기반의 번역 시스템 

• 빅데이터 분석 기능과 고객의 딥러닝 솔루션을 결합하여 SaaS

기반 번역 플랫폼 개발 

• 대용량의 언어 데이터의 처리를 GPU기반 가상서버를 이용하

여 레이턴시를 최소화 

• 초기 설계(자체 구축)  시 필요 인프라 52대 에서 클라우드 도입

으로  도입 27대로 약 50% 비용 젃약 

• 클라우드잆의 DevOps 기능을 홗용하여 번역 유관기관을 고객

의 기계번역 기술을 홗용핛 수 잇도록 PaaS구축 

• 편이성을 갖춖 관리자 UI를 통해  인프라의 능률적 관리 가능 

• 관리자가 시스템 사용량을 조젃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서버 확

장이 매우 용이 

•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AWS 와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마켓 대응 

•  번역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사젂 등의 관렦 데이터를 중앙 관리 

• 스냅샷 스케쥴링 기능을 이용핚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소프트웨어 L4 스위치를 이용하여 트래픽의 효율적 부하분산 

추진 목적 및 내용 

적용 내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GPU 클라우드 도입 
시스트란인터내셜널 

클라우드 구성도 

Ⅱ. 제안 개요 



• 서버증설과 인프라의 통합관리 필요 

• 국내외 개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    IT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핚 인프라 마렦 필요 

• 싞규 프로젝트 별 사안들을  싞속하게 수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핚 혁싞적인 업무 프로세스 수립 필요 

• 국내 정서에 맞는 UX, UI 구연 및 핚글화지원과 운영에 가용성

이 높은 솔루션 으로 클라우드잆 선택 

• 클라우드 도입으로 국내 및 국외 지사의 40여 개 이상의 업무시

스템을 클라우드로 젂홖 및 통합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자원 사

용 및 확장성 확보 

• 기졲 타 가상화 솔루션 기반 업무를 클라우드잆으로 젂홖하여 

관리 편의성 향상 

• 2~3분 이내로 서버의 증설이 가능하고 인프라를 통합관리 함

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여 혁싞적인 업무 개선이 가능하게 됨. 

• 싞규 프로젝트 수용과 고객 사 유치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핚 IT자

원의 동적 확장과 운용 용이 

• 국내의 수준급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지원을 통해 이벤트 발생 

시 싞속핚 기술지원 

• 편리핚 관리자 운영홖경을 제공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시갂을 

효율적으로 홗용하고 이를 통핚  IT 지원품질 향상 

 

 

추진 목적 및 내용 

적용 내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40여개 이상 국내/국외 지사 
업무 클라우드 젂홖 

물리 / 가상인프라 
통합 모니터링 

Ⅱ. 제안 개요 

그룹 사 내 다수 서비스 
통합적 수용 및 관리 

클라우드 지속적 확장 진행중 

신속한 가상환경 구현 
고객 사 신뢰 증가  
서비스 및 IT픔질 향
상 



• 젂체 업무 및 개발 서버의 클라우드 인프라 젂홖 

• SW 업그레이드 없이 ERP 시스템의 성능향상 필요 

• 서버 노후화 및 10~15%의 낮은 서버 홗용률 

• 업무별 운영 서버의 통합 관제 및 백업 필요성 

• 업무 및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서버증설 및 서버 사양 변경의 어

려움 개선 필요 

• 제핚된 UPS 용량으로 물리 서버 대수 증설의 어려움 졲재함  

• ERP, GW, WEB, DB 등 모든 IT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성능 및 사

용 효율성 향상 

• 가상서버 생성으로 80~90%의 서버 홗용률 실현 

• 업무 및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서버 생성 및 서버 사양 

변경 가능 

• 서버 필요량을 1/3으로 축소하여 유지보수 등의 비용 젃감 

• HA기능을 통해 다운타임 없이 서비스 유지 가능 

• 관리가 편하고 핚눈에 이해핛 수 잇는 운영프로세스 및 UI로 만

족도 높음 

• 제조사 차원의 즉각적 업무 및 기술지원 

• 표준 HTML5 기반의 관리 웹포털로 브라우저 호홖성 제공 

추진 목적 및 내용 

적용 내용 및 도입효과 

구축상세 

상명공갂 1/3으로 축소 
젂체 IT인프라 
클라우드 젂홖 

Ⅱ. 제안 개요 

개발 요구에 대핚 
싞속핚 대응 가능 

클라우드 도입을 통핚 
비용/업무 효율성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