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머신 러닝, 예측 
분석을 통한 보다 스마트한 관리
CloudIQ는 Dell 인프라스트럭처 포트폴리오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문 엔지니어링 팀의 인간 지능과 AI/ML의 머신 인텔리전스를 
결합함으로써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CloudIQ 포털은 조직의 Dell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중앙 데이터 센터, 보조 데이터 센터, 엣지 
위치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보호를 간소화합니다. CloudIQ를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중요한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필요한 용량과 성능을 확보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며,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혁신을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털에서 엔터프라이즈 가시성 
제공
CloudIQ는 멀티 시스템/멀티 사이트 가시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Dell 인프라스트럭처 포트폴리오를 지원합니다.

• 서버: PowerEdge

• 스토리지: PowerStore, PowerMax, PowerScale, PowerVault, 
Unity XT, XtremIO, SC Series

• 데이터 보호: PowerProtect DD Series(DD Virtual Edition 포함) 
및 PowerProtect Data Manager

•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VxRail 및 PowerFlex

•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VxBlock

• 네트워크: PowerSwitch(이더넷/LAN) 및 Connectrix(SAN)

• 클라우드 서비스: APEX Data Storage Services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의 CloudIQ 모바일 앱에서 CloudIQ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oudIQ는 안전한 Dell IT Cloud에서 
호스팅되므로 손쉽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개인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Dell Technologies 
지원 서비스와의 연결에 이미 사용 중인 신뢰할 수 있는 원격 
네트워킹을 통해 시스템을 CloudIQ에 처음 연결하기 위해서는 
버튼 몇 개만 클릭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CloudIQ - 지능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분석 정보를 위한 AIOps

CloudIQ for AIOps

간략한 소개
•	 위험 완화 – 시스템 상태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으로 알리고 성능, 
용량, 사이버 보안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권장

•	 사전 계획 - 용량이 언제 소진될지 
예측하여 증가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및 워크로드 요구에 맞춰 스토리지를 
사전 예방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생산성 향상 - 엔터프라이즈 환경 
전반의 전체 기술 스택에 대한 
지능적인 분석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고, 팀원과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며, 상태 알림 및 데이터를 
타사 IT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해 
워크플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위험 완화
CloudIQ는 머신 러닝과 다양한 고급 분석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다루는 주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전 예방적 상태 점수: 고객이 환경 전반의 문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CloudIQ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가장 시급한 위험을 쉽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능	영향	분석	및	이상	징후	탐지: 머신 러닝과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인시던트에 집중합니다. 주요 지표 간 관계와 정상 
상태를 벗어난 편차를 표시하여 분류를 가속화하고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합니다.

• 워크로드	경합	분석: 공유 리소스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리소스 재분배가 필요한 워크로드를 파악합니다. "노이지 
네이버(noisy neighbor)" 분석이라고도 하는 이 기능은 
워크로드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VMware 통합: VM 성능 세부 정보와 포괄적인 매핑 및 
성능 영향 분석을 데이터 경로 전반, 즉 VM, ESXi 호스트, 
데이터 저장소,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에 걸쳐 제공합니다. 
핵심 성능 지표 및 구성 변경 사항에 대한 시간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구성이 
정책을 준수하는지 진단하고, 잘못된 구성에 대해 
알려주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장합니다. CloudIQ 사이버 보안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지능형	멀티	시스템	업데이트: 보다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위해 중앙 위치에서 여러 시스템 또는 
클러스터에 대한 운영 중단 없는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VxRail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
CloudIQ는 용량 활용도를 지능적으로 예상하여 비즈니스 
요구를 예측하도록 지원하므로 용량 요구 사항과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용량	한계	도달	예측: 용량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3개월 단위로 예측하여 단기 데이터 가용성 손실 
이벤트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용량	예측: 머신 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 가능한 
기간에 따라 용량 활용도를 보다 지능적으로 예측하여 
용량과 예산을 사전에 여유를 두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용량	이상	징후	탐지: 곧 데이터 가용성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용량 활용도 급증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 
환경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쿼리 또는 악의적 행위자 
등으로 인해 용량 활용도가 급증하여 "새벽 2시에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실현
"CloudIQ를	통해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주당	거의	하루에	
해당하는	조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부분이든	손쉽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Michael Hale
 CTO(Chief Technology Officer)
 Steward Health Care System

"주당 16시간을	절약해주는  
CloudIQ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덕분에	성능	튜닝과	신제품 R&D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Darrel Schueneman
 관리자
 Cloud Operations Plex Systems

"언제	어디서나	직원이	이미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더	많은	용량을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Tom Stride
 Senior Vice President 겸 CIO
 Holy Redeemer Health System

https://www.dell.com/ko-kr/dt/storage/cloudiq.htm?gacd=9650523-1033-5761040-266691960-0&dgc=st&gclid=Cj0KCQjw5uWGBhCTARIsAL70sLJfmJJmZoek5w9v49gnclkzUTIuh0d26SrwTHR7Rl6uTQ9mQWJfFQwaAkdyEALw_wcB&gclsrc=aw.ds&nclid=LOw0lBm3JQP0Wiv-rMKSKcRTcZhSzTC3AcnUvzRQZnOSONgCs-S_SSaR4ZrUVqmy#pdf-overlay=//www.delltechnologies.com/asset/ko-kr/products/storage/briefs-summaries/dell-cloudiq-cybersecurity-data-sheet.pdf


시스템 상태 점수

VM 및 포괄적인 데이터 경로 성능

지능형 성능 추적 및 이상 징후 탐지

사이버 보안 위험 세부 정보 및 권장 사항

지능적인 용량 예측

CloudIQ 개요

지능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퍼블릭 클라우드

CloudIQ 클라우드 기반  
AIOps 애플리케이션

a 클라우드에 백업

a 장기간 보존

a 클라우드 재해 복구

a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보호

생산성 향상
CloudIQ는 넓은 범위, 유연성 및 통합을 통해 IT 리소스와 인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넓은 범위: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위치에 걸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작업을 단일 포털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운영이 간소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사용자 피드백에 따르면 
CloudIQ는 문제 해결 시간을 2배에서 10배까지 단축1하여 IT 부서의 작업 시간을 주당 평균 9시간 절감2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알림과 맞춤 구성 가능한 정보 보기 및 공유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CloudIQ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예방적으로 상태 알림 및 권장 사항을 전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사용자, 소속 팀,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여러 시스템 
및 위치에 대한 보고서를 맞춤 구성하고 예약하며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위한	통합: Webhook 및 REST API를 통해 타사 애플리케이션에 CloudIQ 알림 및 데이터를 
전송하여 IT 프로세스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예로는 ServiceNow(티켓팅용), Slack(DevOps 
알림용), Microsoft Teams(에스컬레이션용), Ansible 및 VMware vRealize(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개선 조치 
자동화용)를 들 수 있습니다.

즉각적 가치 실현
Dell 시스템이 가동되어 실행되면 간단한 2단계 작업으로 CloudIQ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먼저 CloudIQ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Secure Remote Services(SupportAssist)에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	 그런 다음 cloudiq.dell.com으로 이동해서 Dell ProSupport 또는 ProSupport+ 자격 증명을 입력하면 인증을 받고 
추가 비용 없이 CloudIQ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udIQ는 안전한 Dell Technologies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므로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속적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CloudIQ를 꾸준히 운영 중단 
없이 원활하게 업데이트하여 최고 수준의 최신 기능을 즉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엣지 사이트

보조 데이터 
센터

운영 데이터 
센터

CloudIQ 기술 정보, 데모 비디오, 타사 리뷰 및 사례 연구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dell.com.cloudiq
1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CloudIQ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Dell Technologies 설문조사 기준.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M-000884
2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CloudIQ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Dell Technologies 설문조사 기준.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M-0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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