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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잇이란 ?
강력한 가상화 기술을 바탕으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적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퍼블릭 서비스는 물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이르는 복잡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이고 편리한 단일 웹 콘솔에서

완벽하게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뿐만 아니라,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ervice as a Service)로의 연계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써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XERO STACK™

XERO STACK™ 은 서버 가상화 분야에서 CC(Common criteria)1) 인증을 획득한 안정적인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고집적 하드웨어가 집약된 통합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블록형 확장 구조를 통해 최소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증설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용도에 따라 적합한 XERO STACK™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TCO를 절감하고, ROI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1) 이노그리드는 2017년 4월 5일 인증 제품명 Cloudit™ Enterprise Edition V4.0으로 서버 기반 가상화 제품 유형에서 CC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XERO STACK™ 
특장점

XERO STACK™ 은 1대의 
제품만 구매하더라도 완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술과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Optimization
최적의 사양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플랫폼이 투자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Management
통합 클라우드 관리 콘솔, 실시간 모니터링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되어, 유지 보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Pre-Installed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복잡한 과정 없이 신속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조합과 블록형 
확장 지원

XS-AIO

XS-COM

XS-GPU

XS-MGT

XS-STO

XS-ADD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VCPMQR?AI

활용 예시

DevOps

공공기관
클라우드

R&D
클라우드

중소기업
및 대기업

헬스케어
클라우드

데브옵스 스마트워크

스마트스쿨
렌더링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분석

HPC
시스템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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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AIO

XS-MGT

XS-COM

XS-STO

XS-GPU

XS-RND

XS-SCCXS-SCC

XS-SMB

용 도                                                                                                                                    특 징어플라이언스 라인업

•단일 서버 하드웨어에서‘클라우드잇’의 모든 기능 구현 

•신속하게 견고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구축

•간편한 고가용성 구현 및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확장

•독립적 하드웨어 사용으로 관리 및 네트워크 서비스 분할

•서비스 분배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개별 확장 기능

•기존 서버 가상화는 물론 컨테이너 서비스를 결합한 강력한 가상화 엔진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한 최대의 서비스 집적도 달성

•고가용성 기능 제공 및 페타급 확장성 달성

•씬 프로비저닝을 통한 용량 효율성 제공

•통합 콘솔을 통한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

•고성능 GPU 하드웨어와 기존 인프라 가상화 기능을 통합 제어

•단순한 가상화를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GPU 기술

•템플릿 구성으로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 환경 제공

•Devops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

•대용량 컴퓨팅 성능 제공을 위해 클러스터 자동 구축 기능 및 컨테이너 서비스 제공

•서버 가상화 제품 군에서 국내 CC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제품 

•보안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프라이빗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기본 기능과 하이브리드 연계를 통한 가성비 높은 인프라 구성이 가능한 제품

하나의 서버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제어 및 관리

Real-Time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고집적 컴퓨팅

확장과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산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

서버 가상화와 GPU 컴퓨팅을 통합

다양의 연구개발 목적의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가상화 기능에 CC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인프라 보안성 강화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

프로세서 지원

최대 프로세서수

최대 코어수

최대 메모리

최대 디스크 용량

2

44Cores

1TB

40TB

8

176Cores

4TB

120TB

Intel® Xeon Processor E5-2600v4 Product family

2

44Cores

1TB

120TB

XERO STACK™
3000 Series

XERO STACK™ 
모델명

XERO STACK™
5000 Series

XERO STACK™
7000 S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