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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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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최고의 IT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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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수상 이력 

300
억 

Splunk Powered Reseller 

FY14 Rookie Partner of the Year Award 

Oracle Red Club 3년 연속 가입 

FY13 APAC Oracle Excellence Award 

FY13 Oracle Best Partner Award 

Citrix Platinum Partner 

FY13 가상화 부문 최다 성장 파트너상 



Cisco UCS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통합 인프라 



6 Cisco UCS 플랫폼 

주요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스케일 아웃 
인프라 

UCS 
C3160/C3260  

4세대 UCS 솔루션 하이퍼플렉스 
시스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통합  
인프라 

코어 데이터센터 사용자 엣지 클라우드 

Cisco ONE—단일 인프라 관리 모델 

UCS Mini 

UCS Manager UCS Director Enterprise Cloud Suite 



7 고객의 시각에서의 통합 인프라 효과 

잠재적 구축, 운영 리스크(고객책임) 

Time to Market 실현의 어려움 

구성의 복잡성, 개별적 관리 툴 환경 

장애 시 신속한 대응 부재 

OPEX Cost >> CAPEX Cost 

개별 인프라 구성 방식 

검증된 솔루션(벤더 주체 문제 해결) 

빠른 구축, 신기술 접목의 유연성 

구성의 단순화, 통합 관리 툴 제공 

장애 시 Single Point Contact 

OPEX Cost 최소화 

통합 인프라 구성 방식 



8 Cisco UCS Converged Infrastructure 
Cisco Converged Infrastructure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로, VCE/FlexPod 등과 함께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FlexPod는 업계 최초의 컨버지드 아키텍쳐로 NetApp과 함께 
다양한 업무환경에서의 적용 방법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ell 
5.3% 

EMC 
16.9% 

Hitachi 
2.9% 

HP 
17.2% 

Lenovo 
5.1% 

Others 
2.5% 

컨버지드 아키텍쳐 시장 점유율 (IDC 2105년 2분기) 

Cisco 50.1% 
(VCE & NetApp)  

Cisco Networking 

Storage 

Cisco UCS 

Cisco UCSD Mgmt 

Cisco CVD 문서 제공 



9 Cisco Converged Infrastructure 
Cisco Converged Infrastructure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Alliance와 기술협력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관리 및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킹과 관리, 서버 기술을 
제공합니다. 

VersaStack FlexPod vBlock/VSPEX FlashStack UCP SmartStack UCSO 

UCS Director 

Cisco Cloud Mgmt / Networking / ACI 

UCS Nexus 9K/3K Nexus 7K/6K/5K ACI 



10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Cisco Validated Design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상세한 디자인 및 설치 레퍼런스 (1 TB/day on UCS 기준) 
 Cisco와 Splunk 가 직접 함께 검증하고 벤치마크한 디자인 아키텍처 



TGA2 빅데이터 분석 어플라이언스 
(Splunk) 



12 Splunk Solution 
Splunk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Indexing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UI 상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함으로써 머신 데이터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Any 
Collect 

Any 
Index 

Any 
Search 

Any 
Visualization 

Universal Machine Data Platform 



13 Splunk Solution 
Splunk는 On-premises 모델의 Splunk Enterprise, 하둡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한 Hunk, 클라우드 
방식의 Splunk Cloud 등의 제품과 650개 이상의 무료/유료 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 

운영 인텔리전스(OI)를 위한 머신데이터 플랫폼 

강력한 
앱/애드온 생태계 

스플렁크 
프리미엄 솔루션 

포워더 Syslog/TCP 모바일 
IoT 

단말기 
네트워크 
패킷데이터 

관계형 DB 하둡 
메인프레임 
데이터 



14 Splunk Architecture 

다양한 머신 데이터 수집  

안정적인 데이 터 저장 

유연한 분산 확장 구조 

데이터 검색/분석  

리포트 , 대시보드 구성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및 검색을 위한 핵심 엔진과 사용자 및 개발자 인터페이스 지원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Query를 실행하는 Search Head, 데이터를 저장하는 Indexer, 데이터를 수집하는 
Forwarder 등을 필요에 따라 분산 배치 가능하고,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 

... 

... 



15 Splunk 활용 
Splunk는 IT 운영부터 보안 및 비즈니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100여개 국가 9,000여개 기업, 
공공, 대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모든 분야와 모든 사용자에게 신속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IT 
운영 관리 

보안,규정준수 
및 사기방지 

애플리케이션 
관리 

비즈니스 
분석 

업종데이터 
사물인터넷 



16 

Core Biz : OLTP 

Splunk HOT 활용영역 
Splunk는 CLOUD모니터링, BIGDATA분석, IoT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전사 Operational 
Intelligence까지 최근 이슈 되었거나 되고있는 많은 기술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Service 
(업무,Biz) 

Platform 
(WAS,DB,..) 

Infra 
(Server,Net,..) 

SAAS 

PAAS 

IAAS 

On-Promise 

IoT 

Smart 

Internet 

Client 
Server 

Service 

HRM 
(인사) 

SCM 
(생산) 

FRM 
(재무) 

CRM 
(마케팅) 

법무/ 
무역 

Data 
Ware 

House 

Data 
Mining 

KPI BI 

SOA/ 
BPM 

BIGDATA 

Security(APT) 
RM/ 
자산 
RFID 

Group 
ware 

ITIL& 
ITSM 

On-Promise Cloud ERP 채널 

정보&전략 : OLAP 

IT운영 

HOT 

HOT 

HOT 

HOT 

HOT 



17 머신데이터를 운영 인텔리전스(OI)로 전환 
Splunk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에서 출발해서  
활용성숙도에 따라 Scale out해가면서 조직내에 확산해 갑니다. (Load&Expanding) 

수동적 

검색 
및 조사 

주도적 
모니터링 

운영 
가시성 

주도적 
실시간 
비즈니스 



18 TGA2(Time Gate Big Data Analytic Appliance) 

TGA2(Time Gate Big Data Analytic Appliance)는 IT운용, 기업보안, 비지니스 분석 등의 다양한 
비지니스 환경을 분석 하기에 최적화된 빅데이터 머신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한계에 도달 하기 전에 Cisco UCS기반 Splunk Appliance의 새로운 Easy scale 
out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 Splunk Appliance를 통해 Splunk clustering 및 load balancing을 쉽게 구현하며 빠른 Scale-out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기반 Splunk Appliance 고가용성 아키텍처|제품 구성| 
 



19 TGA2 제품사양  

TGA2(Time Gate Big Data Analytic Appliance)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부터 크고 복잡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보장하며 최대 160대의 단일 도메인으로부터 10,000대의 멀티 
도메인 환경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 요청에 의해 사양 및 구성 변경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항목 tgUCS10 tgUCS30 tgUCS50 tgUCS100 

Capacity 1-10GB/Day 11-30GB/Day 31-50GB/Day 51-100GB/Day 

Configuration 
1-Search Head/Indexer 

(서버1대) 

Search  
Head x 1 

Indexer x 1 
(서버2대) 

2-Search Head 3-Indexer        
1-Manager 
(서버6대) 

3-Search Head 3-Indexer       
1-Manager 
(서버7대) 

CPU 
2.2Ghz 

10 Cores x 2 
2.2Ghz 

10 Cores x 2 
2.2Ghz 

10 Cores x 2 
2.2Ghz 

10 Cores x 2 

Memory 32GB 32GB 32GB 32GB 

DISK 
SSD 240G x 4 

RAID 1+0 
SSD 240G x 4 

RAID 1+0 
SSD 240G x 4 

RAID 1+0 
SSD 240G x 4 

RAID 1+0 

OS 64-bit Linux 64-bit Linux 64-bit Linux 64-bit Linux 

Clustering x x o o 



20 Splunk 고객 
대부분의 Fortune 100대 기업을 비롯하여 전세계 100여개 국가, 9,000여개 이상의 기업, 서비스 
공급자 및 정부가 Splunk를 도입하여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1 Splunk 국내고객 
국내에서는 단기간 내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Splunk의 장점을 통해 공공, 인터넷 포털, 
통신사, 제조사, 금융, 게임개발사 등 300여개사에서 보안, 사기방지, IT 서비스관제 등  다양한 
산업별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2 구축 사례 : IT 서비스 품질관리 

 OO 전자 Big Data 

• IT 운영관리 proactive monitoring/business 분석사례 

• Splunk도입으로 Global service 품질 관리, 보장, 판매 추이사업현황 실시간 분석 

• 장애 분석 및 조치 
Global IDC의 N/W, server, application 등에서 장애 발생시 개
별 시스템별로 관리하여 통합분석 불가. 
명확한 원인 파악 없이 종료. 단순 재기동으로 장애 조치시간
을 줄이는 데 주력.  

 

•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이 없어 전체 SLA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큼 

 

• 구축 및 운영 비용 
DB, WAS, APM, DW 등 수많은 솔류션의 도입으로 구축비용이 
커지고 SI 형태로 구축하여 많은 시간 소비 최소 20명 이상, 6
개월이상 소요. 다양한 솔루션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비용 증가 

• 장애 분석 및 조치 
장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므로 
장애 시점 기준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 분석, 정확한 
원인 탐지. Root cause 제거 통해 효과적고 신속한 조치 가능, 
장애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 

 

•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지표 현황에 대한 통찰력 확보로 
서비스 추이 등의 예측이 가능하여 품질개선 사전 대응 가능 

 

• 구축 및 운영 비용 
단일 End-to-End 솔루션으로 구축비 절감 및 시스템 
아키텍처설계 후 구축까지 3개월 소요. 운영인력 관점에서 
SPL(search processing language) 작성과 데이터관리 인력만 
필요,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Splunk 도입 전 Splunk 도입 후 



23 Splunk 활용 : IT 운영관리 
IT 서비스 모니터링 

XXXX(쇼핑몰)는 기존 모니터링솔루션의 성능정보들과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던 장비들의 로그들을 Splunk로 통합하여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부터 사용자 접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서비스 상태를 직관적인 View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서버 부하, 네트워크 트래픽 등 통합 모니터링 

 IT 서비스 운영 상태를 스마트한 KPI 지표로 시각화 

 신속한 장애 원인파악 및 이상현상에 대한 오탐률 감소 

 시스템 오류나 문제 발생시 알람 경보 

WAS WEB 

DB Etc 

98 

95 

search 



24 구축사례 : 방송시스템 모니터링 
방송시스템 모니터링 

 방송시스템의 N/W, server, application, Storage, NLE, Ingest 장비 들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분석 및 장애 감지 

 스토리지 가용성 분석으로 장비 증설에 대한 통찰력 제시  

 사용자별 컨텐츠 작업 패턴 분석 및 이상행위 감지 

Storage 사용량 분석 Network 사용량 분석 

XXC, XXC, XXS등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TV 방송시스템 영상 편집부터 송출까지 각 장비별 성능 및 장애 실시간 분석 



25 구축사례 :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ISP 사업자,  라우터장비, 기타 네트워크 장비 로부터 로그 정보 수집 

 매년 IPv6 사용량 분석 지표 사업 결과로 변경되는 요구 사항을 쉽고 빠르게 구현 

 빅데이터 분석 구축비 절감 및 운영 비용 경감 
 

IPv6 사용량 측정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SP사업자, 컨텐츠, 연동기관별로 IPv4 와 IPv6 사용량 및 트래픽을 비교  분석하여  

IPv6 확산을 위한 각종 지표로 활용 



26 구축사례: 애플리케이션 관리 
Application Log Trace 분석 

OO항공 CIMP(Cargo 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 )로그를 Database로 일부만 저장하고 분석하던 수준에서 

Splunk 구축으로 실시간 Message 분석, 전체적인 물류 현황 등을 시각화하여 업무 효율 극대화 

 CIMP 로그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업무 효율 향상 

 시스템 오류나 문제발생시 알람 경보 

 Agent/AIR/Forwarder 별로 새로운 인사이트 발견 



27 구축사례: PG사 결제시스템 모니터링 

XX는 Splunk 구축으로 각종 전자결제 수단별로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서비스 안정화 

 Web 서버 부하 모니터링 및 전자결제 서비스 오류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나 문제발생시 알람경보 

 실시간 PG사별, 결제수단별 서비스 모니터링 및 담당자별 통계 보고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보안 모니터링 

결제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28 구축사례: 통합 로그 모니터링 
통합 로그 모니터링  

Splunk로 모든 로그파일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함에 따라 Compliance에 따라 Log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접속 패턴 및 오류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 가능 

 로그 통합 분석하는데 시간 단축 및 업무 효율 향상 

 시스템 오류나 문제발생시 알람 경보 

 패턴에 의한 알려진 웹취약점  발견 

 실시간 메일 수발신 현황, 사서함 용량 사용 현황, 사용자별 이용 패턴 분석 

 SSO, IIS, Exchange Server 로그를 상관분석 

 



29 구축사례 : Industrial Data & IoT 
프리스타일 자판기 

코카콜라의 '프리스타일 자판기‘는 사물인터넷 기술(IoT) 기술을 접목시켜 음료 소비량, 시간대별 판매량, 인기
음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Splunk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송해 지역마다 잘 팔리는 음료를 파악할 뿐 아니
라 취향에 따라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 즐길 수 있게 함 



30 구축사례 : Industrial Data & IoT 
열차 제어 시스템 분석 

뉴욕 에어브레이크사는 Splunk 구축으로 레일 오프 센서 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철도 안전을 개선하고, 
철도 연료 및 다른 비용을 절감 



TGC2 

VDI 어플라이언스 
(Citrix Xendesktop 
& TimeGate vPortal) 



32 VDI 시스템 Citrix XenDesktop 소개  
XenDesktop은 데이터센터의 수많은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원격지의 PC, 모바일 기기, 전용 단말기에 전송하는 강력한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33 Citrix XenDesktop 외부 기관 평가 
Citrix XenDesktop은 2015년 3분기 전세계 VDI의 선두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4 XenDesktop 기능 변천사 
Citrix XenDesktop은 2012년 모바일 SDK 기능을 시작으로 3D Graphic 지원, Ram 캐시디스크 사용 
기술, 3세대 그래픽 전송 기술, 세션 녹화 기술, VM I/O 성능 향상 기술 및 인텔 Iris GPU 지원 기술 등 
항상 사용자 경험을 위하여 최신 기술을 가상화 시장의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35 XenDesktop GPU 전송 기술 
HDX3D Pro with OpenGL Acceleration 을 통하여 Citrix는 보다 적은 대역폭 만으로도 사용자들의 
동영상 시청, CAD 작업 및 의료영상 시스템 등의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VDI 환경에서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 VDI 체감성능의 중요성 
VDI 시스템의 성공 지표는 사용자 만족과 체감성능 (End user experience : UX)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Citrix Xendesktop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7 XenDesktop 주요 기능 



38 VDI 통합 관리시스템 vPortal 소개  
vPortal은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포탈, 자동 프로비저닝 및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포탈, Active Directory와 연동되는 사용자 관리 기능,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접근 성이 탁월한 VDI One Stop 운영관리 
솔루션 입니다. 

Platinum partner 

 BC카드,롯데카드,스마트카드, 

국민연금공단, 마사회, 

한국소비자원,지역난방공사 등 총 

15개의 업무 및 인터넷 망 분리 사업 등  

성공적 구축 및 운영 역량 보유 

 약 50개 사이트 가상화 구축 및 운영 

실적과 17명의 가상화 전문인력 보유 

Platinum partner VDI관리포탈 제조사 

All in one 

NetScaler 

Xen 
Desktop vPortal 

 대법원, 국민연금공단, 삼성그룹 등 약 

80개 사이트 구축 및 운영역량 및 

8명의 전문인력 보유 

 대법원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자체 기술력의 VDI자동화 관리포탈 

vPotal 보유 

 국민연금공단, 롯데카드,  

한국장학재단, 한국소비자원 등 성공적 

구축 및 운영역량 보유 

 총 7명의 전문 개발인력 보유  



39 운영 관리 편의성 
관리자가 관리 포탈에서 다량의 가상 데스크탑을 배포 설정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옵션 및 IP, 사용자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 배포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리 포탈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 변경 
/폐기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상 데스크탑 배포 /변경 /삭제 /초기화 지원 

Key 
word 

• 한 명의 사용자에게 다수의 VM을 배포하거나 엑셀 배포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VM 배포 

•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여 VM 배포가 가능하며, 진행과정을 Log를 통하여 확인 가능 
• CPU /RAM /DISK 등 리소스 변경이 관리 포탈에서 한번의 설정으로 가능 

 

관리자 

VM 
가상데스크탑 변경 

VM 

VM 

가상데스크탑 삭제 

가상데스크탑 초기화 



40 운영 관리 편의성 
고객사의 인사 정보를 연동하여 관리자의 개입 없이 가상데스크톱을 생성/변경/삭제 등의 관리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탈을 통한 그룹이동관리를 제공합니다. 

Key 
word 

데이터 Export 

인사  
View Table 

User.csv 
Dept.csv or 

인사연동모듈 

DB Sync 

가상화  
시스템  

사용자 DB 

CJ그룹 
사용자 DB 

VM VM VM VM … 

VM VM VM 

VM VM VM VM 

… 

… 

VM 

VM 

VM … 
A그룹 

B그룹 #1 A그룹 생성 
#2 B그룹 이동 
#3 삭제 

#1    #2    #3       #N 

시스템반영 

• 고객사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사 정보 데이터를 지원 

• 주기적으로 인사 정보를 연동하여 가상화 시스템 사용자와 동기화 

•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VM 생성/삭제/이동 기능 자동 수행 

• 기존의 데스크탑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VM 이동 

인사 정보 자동 연동을 통한 VM 자동 배포 및 회수 



41 운영 관리 편의성 
고객사의 결재 시스템과 연동하여 가상 데스크톱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재 시스템 연동 

Key 
word 

• 결제 시스템과 vPortal을 연동하여 VM 생성, 삭제 등 VM에 대한 각종 관리 수행 

관리자 

VM 

VM 

3 

승인 

2 

결제요청 

1 

생성/삭제신청 

4 

결제승인 

관리포탈 

5 

VM생성 

5 

VM삭제 



42 운영 관리 편의성 
관리자 포탈에서 IP 관리 기능을 통해 IP 그룹별 등록/변경/삭제 기능 및 B Class, C Class 별로 할당된 
IP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상데스크톱 생성 시 IP 할당은 고정 IP(AUTO, Manual) 및 DHCP 옵션을 이용한 자동설정이 
가능합니다. 

IP 자동 할당 및 관리 기능 

Key 
word 

• B Class, C Class 별로 할당된 IP 내역 조회 
• 가상데스크톱 생성 시 고정 IP 할당(AUTO, Manual) 및 DHCP 자동 할당 설정 
• 초기화 방식 가상데스크톱 생성 시 고정 IP 할당 가능 

 

IP 관리 기능 IP 할당 기능 



43 운영 관리 편의성 
접속 로그 리포트 기능을 통해 가상데스크톱의 최종 Log On/Off 시간, 접속장치, IP, MAC 주소 등 
접속 로그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별 접속 이력 및 사용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상데스크톱 접속 로그 및 사용자별 사용 통계 기능 

Key 
word 

• 가상데스크톱 최종 Log On/Off 시간, 접속장치, IP 확인 
• 사용자별 사용 통계 제공 
• 모든 리포트 검색 결과 Excel Export 가능 

 

사용자별 사용 통계 접속 로그 



44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의 편리한 VDI 접속을 위해 인터넷 접속 아이콘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매뉴얼, 연락처와 
고객사 로고, 비밀번호 자동 변경 안내등의 기능이 포함된 전용 접속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접속 아이콘 및 접속 관리 웹페이지 구축  

• VDI 접속 관리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바탕화면 아이콘 제공 

•  배경화면 이미지 및 색감 변경으로 고객사 이미지에 맞는 접속 관리 웹페이지 

제공 

사용자 포탈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 고객사 환경에 맞는 사용자 포탈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제공 



45 사용자 편의성 
VDI 시스템 구축 초기 사용자의 빠른 변화관리를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VM에 
접속하게 되면 Local PC의 웹사이트 즐겨찾기, 공인인증서, 기타 이동이 필요한 데이터를 VM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PC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 

Key 
word 

• 사용자 Local PC의 Data를 vPortal을 통해 가상 데스크탑으로 Migration 가능 
• vPortal에 등록된 NAS를 통해 사용자의 Data를 이관 
• 사용자에게 할당된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 시 기존 Local PC의 Data를 활용 가능 

 

사용자 VM 
Local PC 

NAS 

Data 
보관 

Migration 



46 VDI 핵심 설계 기준 



47 전통적인 VDI 하드웨어 구성도 
스위치, 네트워크 케이블, 서버, 스토리지 케이블, 스토리지가 각각 분리 구성되어 도입과 구축,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48 망분리 구성 요소 



49 TGC2 구성요소 
TGC2는 풍부한 VDI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가상화 디자인을 기준으로 1000VM 모델과 
500VM 모델의 두가지 어플라이언스로 제공되며 별도의 추가적인 디자인 반영 요구사항의 경우 
시스코와 타임게이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어플라이언스 구성을 지원 합니다.  



50 Cisco 와 TimeGate의 최적의 어플라이언스 
Cisco 와 TimeGate는 Cisco UCS 서버 기반의 뛰어나고 안정된 성능과 검증된 아키텍처를 통하여 
최상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을 제공 합니다. 

TGA2 

TimeGate Big Data Analytic Appliance 

 TG-UCS 통합 실시간 분석 어플라이언스 
 무제한 테이터 확장 
 검증된 아키텍처로 안정성, 신뢰성 보장 
 최상의 실시간 분석 성능 

TGC2 

TimeGate Converged Cloud Platform 

 업계 최고의 제품으로 최적화된 H/W, 
S/W, 보안AP, 관리포탈 

 사전 필드테스트 및 검증권 최적의 
솔루션 플랫폼 

 유연한 아키텍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확장성, 커스터마이징에 초점을 맞춘 
아키텍처 

 안정성 및 신뢰성으로 장애 없는 신속한 
구축 및 운영 편리성 제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