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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ization Platform as a Service : 레거시 IT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할수있는 맞춤형 클라우드 플랫폼











• HTML 5 기반의 웹 URL을 통한 UI를 통한

손쉬운 접근 방식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 포털

• 사용자 / 관리자 로그인 기능









• 퍼블릭 클라우드 현황

(Amazon AWS, NHN Toast, MS Azure, GCP, KT uCloud등)

- 서버 대수 및 상태 확인 (Running, Stop, ETC)

•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요금 확인

(Amazon AWS, NHNToast, MS Azure, GCP, KT uCloud등)

• 프라이빗 클라우드 현황 파악

(Cloudit, ESC, VMware, OpenStack, Hyper-V 등)

- 서버 대수 및 상태 파악 (Running, Stop, ETC)



• 퍼블릭 클라우드 대시보드

- 전체 서버 현황 파악

- 퍼블릭 클라우드 별 서버 현황 파악

(Amazon AWS, MS Azure, GCP, KT-uCloud 등)

• 네트워크 자원 확인

- 네트워크 개수, 로드밸런서, 공인 IP 등

• 데이터베이스 & 스토리지 자원 확인

- 사용중인 디스크 용량, 개수, 스토리지 등

* 해당 기능은 Google Cloud Platform, KT uCloud,  NHN Toast 클라우드 에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 대시보드

- 전체 서버 상태 파악 (실행, 중지, 기타)

- 프라이빗 클라우드 별 서버 현황 파악

(Cloudit, ESC, VMware, OpenStack, Hyper-V 등)

• 하이퍼바이저 상태 확인

- vCPU, MEM, DISK 등 상태 확인

• 네트워크 자원 확인

- 네트워크 개수, 로드밸런서, 공인 IP 등

* 해당 기능은 Cloudit, ESC, MS Hyper-V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니터링 대시보드

- 가상 서버 상태를 색상별로 시각화하여 제공

(정상, 주의, 경고, 중지)

- 가상자원 사용량 그래프를 통해 즉각적 파악 용이

• 클러스터, 물리서버, 가상서버 상태 현황

- vCPU, MEM, Network 등 상태 확인

- 할당된 자원 확인 (vCore, Memory 등)

* 해당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능은 Cloudit, ESC, OpenStack, Hyper-V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퍼블릭 클라우드 가상머신 라이프 사이클 관리

- 가상머신(인스턴스) 생성, 삭제, 변경 및 사용내역

• 개별 가상머신(인스턴스) 모니터링

- CPU 사용량, 디스크 읽기/쓰기

- 네트워크 사용량 (Byte) 

- 기간 설정을 통한 주기 별 확인

* 해당 기능은 Google Cloud Platform, KT-uCloud,  MS Azure, NHN Toast 클라우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퍼블릭 클라우드 볼륨 관리

- 볼륨의 생성/삭제/변경 등 라이프사이클 기능

- 볼륨 상세 내역 확인

(이름, 크기, IOPS, 볼륨 유형, 연결상태, 생성일 등)

• 현재 생성한 볼륨을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접근

• 스냅샷 기능을 통해 가상머신/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 생성 기능 제공

* 해당 기능은 Google Cloud Platform, KT uCloud,  MS Azure, NHN Toast 클라우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퍼블릭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리

- 네트워크 개수, 현황, 상세 내역 확인

• 네트워크 상세 내역 확인

- 네트워크 ID, 이름, 보안그룹, DNS 이름, 가용영역, 

네트워크 연결상태 등

• 네트워크 공인 IP 관리

- 공인 IP 추가, 삭제 등 공인 IP 관리

* 해당 내용은 Amazon AWS 내용이며, Google Cloud Platform, KT-uCloud,  MS Azure, NHN Toast 클라우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머신 라이프 사이클 관리

- 가상머신(인스턴스) 생성, 삭제, 변경, 사용내역

• 가상머신(인스턴스) 상세정보 확인

- 가상머신 상태정보, 디스크 용량

- vCore, Memory, 템플릿 정보

- 생성시간, 사양, IP 주소, 키페어 등

• 가상머신/인스턴스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 CPU 사용량, 디스크 읽기/쓰기

- 네트워크 사용량 (Byte) 

- 기간설정을 통한 주기 별 확인 기능

* 해당 기능은 Cloudit, ESC, VMware, Hyper-V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 볼륨 관리

- 볼륨의 생성/삭제/변경 등 라이프사이클 기능

- 볼륨 상세 내역 확인

(이름, 크기, 가용영역, 부팅기능, 상태 등)

• 현재 생헝한 볼륨을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접근

• 스냅샷 기능을 통해 가상머신/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 생성 기능 제공

* 해당 기능은 Cloudit, ESC, VMware, Hyper-V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퍼블릭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리

- 네트워크 개수, 현황, 상세 내용 확인

• 네트워크 상세 내역 확인

- 네트워크 이름, 주소, IP Version, Gateway IP 등

•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관리

- 서브넷 생성 삭제 등 라이프사이클관리

* 해당 기능은 Cloudit, ESC, VMware, Hyper-V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Role Based Access Control (RBAC) 

역할기반 사용자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추가 기능 제공

- 권한 관리 기능 제공 (쓰기, 읽기, 삭제 권한 등)

• 사용자 그룹 생성 기능 제공

- 사용자 그룹 생성을 통한 그룹별 역할 할당 기능

- 사용자-역할-그룹 을 통한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해당 기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Cloudit, ESC, VMware, Hyper-V) 퍼블릭 클라우드 (Amazon AWS, GCP, NHN Toast, MS Azure, KT uCloud)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대시보드 모니터링 임계값 설정 기능

- 가상머신/인스턴스의CPU, MEM 에 대한 모니터링

임계값 설정을통해 색상별로구분이 가능

• 자원 신청 승인 설정 기능

• 에이전트 헬스체크 주기 변경

• 알람 시스템 헬스 체크 주기 변경

• 관리자 E-mail 설정을 통한 알람 이메일 발송

* 해당 기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Cloudit, ESC, VMware, Hyper-V) 퍼블릭 클라우드 (Amazon AWS, GCP, NHN Toast, MS Azure, KT uCloud)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클라우드 자원 신청 기능

- 사용자는가상자원 사용에대해 관리자 승인후

자원 사용 가능

• 관리자 클라우드 자원 승인 기능

- 관리자는 사용자의 자원 사용 요청을 확인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자원 생성

• 클라우드 자원 신청자, 요청 타입, 자원 상태, 

요청 시간, 승인/반려 시간 등 조회 가능

• 가상자원 신청/승인 기능 On/Off 가능

* 해당 기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Cloudit, ESC, VMware, Hyper-V) 퍼블릭 클라우드 (Amazon AWS, GCP, NHN Toast, MS Azure, KT uCloud)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퍼블릭 클라우드 등록 기능

- Amazon AWS, GCP, Azure, NHN Toast, KT uCloud

등 다양한퍼블릭 클라우드등록 기능 제공

•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록 기능

- VMware, Cloudit, ESC, OpenStack, Hyper-V 

등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록 기능 제공

• 클라우드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클라우드 등록

• 클라우드의 이름, URL, 도메인, 테넌트, 엑세스 키, 토큰

을 등록하여 자격을 증명

* 해당 기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Cloudit, ESC, VMware, Hyper-V) 퍼블릭 클라우드 (Amazon AWS, GCP, NHN Toast, MS Azure, KT uCloud)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산시클라우드플랫폼구축사업 – 부산시



인천공항테크마켓플랫폼개발 –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산장비도입·구축 (환경보건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사업 – 국가기록원



창업입지온라인플랫폼구축사업 – 창업진흥원



나주시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 – 나주시













유베이스클라우드기반스마트컨텍센터구축사업 – 유베이스



3D 모델링클라우드시스템구축및 Scheduler개발 – SK Telecom







클라우드인프라전환및원격지통합 – 제우스반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