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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용 - 기밀 정보 

DELL TECHNOLOGIES가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여 차별화된 엔터프라이즈 유연성 지원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전반에서 일관된 클라우드 관리로 IT 역량 강화  

핵심 요약 

기업에서는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여러 클라우드, 즉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통 관리 플레인으로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팀에서 요구하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다. 

팀에서는 다양한 가용성, 비용 및 성능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므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에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다1.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때 나타나는 당면 과제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의 

극한에서 각 클라우드 플랫폼별로 별도의 툴로 손쉽게 파편화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사용이 각기 분리되어 IT 부서는 정책 시행, 보안, 규정 준수, 비용 관리 및 서비스 수준 유지 

측면에서 관리 일관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편리한 클라우드에 

설치하려고 시도한다. 이 경우 조직에서는 진정한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기보다 

기술 제약을 감안하여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1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하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한다. 이 문서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러한 모든 조합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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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10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었다. 여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OpenStack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도입되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규모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하이브리드 옵션은 공급업체의 특정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으로 제한된다. Dell Technologies Cloud만이 AWS(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과 같은 인기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우르는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서 VMware Cloud Foundation을 통해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한다. 

Dell Technologies Cloud는 VMware Cloud Foundation의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경험을 

고유하게 통합된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 옵션과 결합하여 포괄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생성한다.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 옵션으로는 Dell Technologies Cloud 플랫폼, Cloud Foundation을 통해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VxRail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PowerOne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한 Dell Technologies Cloud Validated Designs가 있어서 동급 최고 수준의 

스토리지, 컴퓨팅 및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이는 VMware Cloud on AWS 및 Microsoft Azure 

VMware Solutions와 같은 Dell Technologies의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과 결합되어 일관된 개발자 및 

운영자 환경으로 통합된 가장 광범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옵션을 제공한다. Dell 

Technologies는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최적의 사용을 위해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회와 당면 과제 

조직 내의 팀 간에도 적합한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도의 탄력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용량을 우선으로 하거나 고급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능을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 팀은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중점을 두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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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능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팀도 있다. 이러한 팀은 특히 기존 애플리케이션 설치 

공간의 성능, 제어, 비용 또는 위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을 

제어해야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모든 팀에게 최적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별도의 관리 및 사용으로 파편화하지 않고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비즈니스 가치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시작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IT는 모든 환경에서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즉,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최적 사용을 

종합적으로 정의하고 클라우드 전반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공통 인프라스트럭처 및 운영 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야 하는 3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탄력적인 용량과 광범위한 기능 및 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 매우 가변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용량을 소비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용 절감 

• 재해 복구 및 데이터 보존과 같은 특별한 사용 사례에 대한 비용 효율성 

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야 하는 4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정 대역폭 또는 레이턴시 성능 요구 사항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 정책, 보안 또는 규정 준수 요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 액세스 및 구성에 대한 

완벽한 제어 

• 예측 가능한 용량 소비로 애플리케이션 운영 비용 최적화 

• 국가별 데이터 주권 규정에 따른 위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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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용 사례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선호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주기 전반을 포함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사례 

퍼블릭 클라우드는 애플리케이션 팀에 제공하는 민첩성으로 유명해졌다.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짧은 

작업 기간 동안 즉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동적 용량 요건은 특히 확장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중요할 수 있다. 특별한 예산 책정 없이 용량을 유연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게 

되면 가용성 불가와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위험이 제거된다. 동시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무분별한 지출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은 

호스팅되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및 인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인지 서비스는 음성-텍스트 변환, 컴퓨터 비전 및 텍스트 분석과 같은 기능에 대한 

대규모 인공 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업종에 매이지 않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 및 유지 보수할 필요가 

사실상 없게 된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탄력성은 일관된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이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예로 계절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용량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면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활용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용량 요구를 예측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탄력적인 용량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몇 분 만에 인프라스트럭처 탄력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면 예상된 도입에 따른 위험한 컴퓨팅 조달 결정을 피할 수 있다. 또한 Batch 

작업으로 실행되는 분석 워크로드와 같이 주기적으로만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하는 예측 가능한 

용량 요구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좀 더 민감하긴 하지만 이 역시 적용 가능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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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기업은 일반 호스팅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대규모 정전, 극한의 날씨, 기타 최악의 경우를 포함하는 재해 복구 시나리오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용 인프라스트럭처를 조달하지 않고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인스턴스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복제를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복사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개별 기업이 사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유연성에 비해 액세스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렴한 스토리지 비용으로 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퍼블릭 

클라우드 콜드 스토리지는 자기 테이프 스토리지와 비용은 비슷하지만 검색 시간이 훨씬 빠르고 

안정성이 높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 사례 

이와 대조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성능, 제어, 비용 또는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솔루션인 수많은 사용 사례가 있다.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달성할 수 없거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대역폭 또는 레이턴시 특성을 필요로 하는 성능 프로필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최적이다. 주요 기록 저장 시스템 역할을 하는 트랜잭션 집약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클러스터 노드 간 매우 낮은 

레이턴시 통신과 매우 높은 처리량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Oracle DB, IBM DB2 등을 기반으로 

하는 SAP의 ECC(ERP Central Component)와 같은 기존 ERP 애플리케이션이 이 프로필에 적합하다. 

SAP S/4HANA와 같은 일부 최신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 옵션과 유사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수직 확장이 가능한 메인 메모리와 인텔 Optane 메모리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션의 예인 

SAP HANA는 규칙보다 예외적이므로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은 여전히 매우 흔하다.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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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 IBM DB2, Microsoft SQL Server와 같은 수직 확장이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도록 설계된 대부분의 기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노드와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노드 간의 높은 처리량과 짧은 레이턴시에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성능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일관성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의 Infiniband 및 Fibre Channel 

네트워크 패브릭은 단일 테넌트 사용을 위해 설계되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베어 메탈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10Gb 및 100Gb 이더넷으로 인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주요 

문제가 되었다. 

실시간에 가까운 요청/응답 경험을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의 긴밀한 전환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도 지속적인 처리량과 일관된 레이턴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보와 작업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루프를 알려주는 분석에 대한 엄격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제조 및 의료 환경의 엣지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이거나 환자에게 중요한 시스템일 때 특히 연결이 

끊어지는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 사례는 조직 정책에서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이다. 규정 준수 및 보안 규제 요건에 대해 사용자 지정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 제어가 필요할 수 있다. 규정 준수 중심 정책은 교육, 금융 서비스, 정부 및 의료와 

같이 규정이 보다 엄격한 업계에서 특히 일반적이며, 이는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서만 달성 

가능한 사용자 지정 액세스, 구성 및 검증 표준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 보안은 가상화된 환경이나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운영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개발된 여러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멀티 테넌트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없는 오래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를 허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보안 요구 

사항이 있는 환경에 테더링될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는 전용 서버나 베어 메탈 서버, 

고객 소유 키가 내장된 암호화, 일련의 규정 준수 표준과 같은 리소스 격리 및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규정 준수 및 보안 관련 문제가 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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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 전략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에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세 번째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일부 워크로드에 더 큰 비용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션 크리티컬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인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엣지 애플리케이션의 공통된 

특성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된 용량 프로필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운영이다. 매우 성숙한 운영 기능에 투자할만큼 충분한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한 

기업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현재 가장 높은 퍼블릭 

클라우드 할인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 지역이 없는 국가나 가장 가까운 퍼블릭 클라우드 

지역과도 충분히 가깝지 않는 지역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러시아는 특정 유형의 시민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도입되었지만 러시아에는 아직 이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한 공급업체가 없다. 

최적의 솔루션으로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각 클라우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별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100Gb 

이더넷과 같은 고성능 네트워킹과 최대 24TB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해 수직 확장이 

가능한 컴퓨팅을 통해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맞게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탄력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매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용량 소비가 몇 주 동안 

50%도 채 증가하지 않는 등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로 다양하므로, 인프라스트럭처 공급업체는 이 

수준의 용량 소비 증가에 맞게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소비 모델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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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PU 기반 컴퓨팅의 경우에는 가상화가 부족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호스팅을 위한 베어 

메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용성으로 인해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했다.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GPU 기반 컴퓨팅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석유 및 가스, 자동차, 항공 우주와 같이 대규모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업계의 운영 환경에서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제어하고 성능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직 일반적이다. 

이는 CPU, GPU 및 스토리지 간의 I/O 대역폭이 성능 확장에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머신 러닝과 딥 러닝 모델 개발에 유사하게 적용된다. 

경제적으로 보면 적은 용량 설치 공간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머신 러닝과 딥 러닝 모델 교육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 실행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감소하면 데이터 과학 팀의 

실험과 학습이 급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고 수준의 NVIDIA GPU 지원 서버에는 16개의 GPU가 

탑재되어 있고, 상위 3개 공급업체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최고 규모의 가상 시스템은 8개 

GPU로 구성된다.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서 16GPU 시스템을 수직 확장하면 8GPU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 10배까지 향상시켜 4배 더 큰 교육 머신 러닝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2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2대의 8GPU 서버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능을 훨씬 능가한다. 결과적으로 

모델 교육 워크로드가 지속되어 성능 개선의 이점을 활용하거나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기록 

저장 시스템의 비즈니스 데이터에 연결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지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실험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대규모 운영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은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실험 개발에서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용량 요구에서 상대적으로 일관된 설치 공간으로 전환하는 

                                                           

2 NVIDIA DGX-2 16-GPU 서버와 NVIDIA DGX-1 8-GPU 서버 비교: https://www.nvidia.com/en-us/data-center/dgx-2 

  

https://www.nvidia.com/en-us/data-center/dg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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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단계를 위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지원한다.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이동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능한 경우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인프라스트럭처 구성 종속성에서 벗어나 더욱 추상화되고 있으므로 이동성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Kubernetes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이동성은 여전히 클라우드 플랫폼 계층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컨테이너는 운영 체제, 가상화 및 

드라이버의 기본 컴퓨팅 스택으로 이루어진 클라우드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연결하거나 관리 일관성 부족을 보완할 수는 없다.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없는 경우 클라우드마다 서로 다른 

툴을 기반으로 사용량이 분산되면 이동성 결여로 인해 사용이 파편화될 수 있다. IT는 정책, 보안, 

규정 준수 및 비용 최적화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애플리케이션 운영 관련 의사 결정, 이동성 향상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촉진할 수 있는 일관된 툴이 부족하다. 

차별화되고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DELL 

TECHNOLOGIES 

Dell Technologies만이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과 같은 인기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일관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한다. Dell Technologies는 VMware Cloud Foundation을 고유하게 통합된 HCI, CI 및 

Dell Technologies Cloud Validated Designs를 포괄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제품과 결합하여 보다 맞춤 

구성된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구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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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Foundation은 컴퓨팅 가상화용 vSphere, 스토리지 가상화용 vSAN, 네트워크 

가상화용 NSX, 클라우드 관리용 vRealize Suite 등 VMware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코어 번들 구성 요소를 배포하여 이러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전체에서 

일관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는 IT를 위해 vRealize Suite를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뿐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당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의 관리를 단일 통합 관리 뷰로 

병합한다. AWS, Microsoft Azure 및 Google Cloud는 미리 정해진 제한된 구성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지만, Cloud Foundation은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걸쳐 공통된 지원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SDDC는 VMware PKS를 SDDC에서 

Kubernetes 플랫폼으로 실행할 때 컨테이너 기반 이동성을 옵션으로 사용하는 가상 머신 기반 

이동성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별 사용자 지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Dell Technologies Cloud 플랫폼의 HCI 솔루션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 옵션과 환경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출발점이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련의 표준화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구성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HCI용 VxRail은 일반적인 비율의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Cloud Foundation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유형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자동화 및 비용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VxRail은 VMware와 공동으로 설계한 유일한 HCI 시스템으로, SDDC 구성 요소 및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구성 요소에 대해 사전 검증된 조정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펌웨어에 

제공한다. 전체 스택 통합과 자동화된 수명주기 관리를 통해 HCI 인프라스트럭처 계층과 VMware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택이 모두 SDDC 관리자를 통해 관리되므로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IT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다. VxRail Manager 및 SDDC Manager 구성 요소가 통합되어 있어 자동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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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알려진 양호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고객은 Dell EMC 및 

VMware의 Cloud Foundation 릴리스와 VxRail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비동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으므로, Cloud Foundation 릴리스 주기의 일환으로 안정성에 대해 사전 검증된 고객에게 최신 

클라우드 및 HCI 소프트웨어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Cloud Foundation을 

지원하는 다른 HCI 및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 공급업체에 필요한 호환성 검증 테스트를 위해 지연 

없이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조직에서는 VxRail HCI 옵션을 보완하는 컴퓨팅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구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PowerOne CI 옵션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Cloud Validated Design을 

활용할 수 있다. PowerOne CI 옵션은 앞에서 언급한 수직 확장이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SAP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불균형적인 스토리지 성능과 볼륨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특정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스 최적화가 필요한 기존의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더 적합하다. 또한 머신 러닝, 딥 러닝 모델 교육, 추론 애플리케이션 등 처리량이 

높은 스토리지에 의존하는 처리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될 수 있다. 

Dell Technologies Cloud Validated Designs는 Cloud Foundation에서 검증된 사전 테스트를 거친 

Dell EMC 스토리지, 컴퓨팅 및 네트워킹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구축 지침과 함께 제공된다. 이제 

Dell Technologies Cloud Validated Designs는 Dell EMC Unity XT, PowerMax 스토리지 어레이 및 

PowerEdge MX 서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은 기존에 Dell EMC 스토리지에 투자한 기업에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토리지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Dell EMC PowerEdge MX는 Cloud Foundation과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므로 IT 부서에서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여러 섀시에 걸쳐 개별 드라이브 수준에서 스토리지 리소스를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IT 부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사용자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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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공하여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엣지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비용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관리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 

VMware Cloud Foundation은 인기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일관된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 VMware는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의 VxRail에서와 마찬가지로 AWS에서 Cloud 

Foundation의 관리형 구축을 판매 및 지원하며, 고객을 대신하여 Cloud Foundation의 가용성 및 

주기적 업데이트를 유지 관리한다. 이를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서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Microsoft Azure 및 Google Cloud에서도 Cloud Foundation의 유사한 오퍼링을 이용할 수 있지만, 

둘 다 파트너 관리 대상이다. VMware, Microsoft 및 Google의 공동 관리형 서비스 파트너가 

오퍼링을 판매, 관리 및 지원한다. Microsoft Azure VMware Solutions 및 Google Cloud VMware 

Solutions은 모두 CloudSimple에서 제공한다. Dell Technologies 자회사인 Virtustream은 올해 

말까지 오퍼링을 선보일 예정이다. (IBM Cloud for VMware Solutions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가상 

시스템 이동성에 사용할 수 있지만 Cloud Foundation은 제공하지 않는다.) 

Dell EMC는 Microsoft Azure와 페어링되는 Dell EMC Azure Stack 솔루션과 Google Cloud 

Kubernetes Engine과 페어링되는 Google Cloud Anthos를 지원하는 Dell EMC VxFlex를 비롯한 

경쟁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션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영업 활용 방안 

조직에서 채택한 다양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이 일관되지 

않은 IT 리더는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에서 VMware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여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VxRail을 



 
 

 

페이지 13 Dell Technologies가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여                 2019년 12월 

          차별화된 엔터프라이즈 유연성 지원 

          Copyright ©2019 Moor Insights & Strategy 

내부용 - 기밀 정보 

사용하는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와 VMware Cloud Foundation 간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조직은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IaaS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소비 및 

자동화 기능을 데이터 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Dell EMC 고객은 Dell Technologies 서비스 및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기능을 온보딩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Dell Technologies는 최고의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춘 유일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클라우드 플랫폼 공급업체로, IT 부서에서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일관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팀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부터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개선 및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Dell Technologies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조언자와 공급자로 고려될 자격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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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에 대한 중요 정보 

기고자 

Rhett Dillingham, Moor Insights & Strategy의 부사장 겸 수석 분석가 

게시자 

Patrick Moorhead, Moor Insights & Strategy의 설립자, 사장 겸 선임 분석가 

문의 
당사로 연락해 주시면 본 보고서와 관련한 문의에 Moor Insights & Strategy가 신속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인용 
공인된 언론과 전문 분석 기관에서 본 백서를 인용할 수 있지만, 문맥상 적절한 경우에 한해 작성자 이름, 작성자 직함 및 

“Moor Insights & Strategy”를 명시해 인용해야 합니다. 언론 및 전문 분석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인용하려는 

경우 Moor Insights & Strategy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모든 참고 자료를 포함한 본 문서의 소유권은 Moor Insights & Strategy에 있습니다. Moor Insights & Strategy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본 발행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공개 
본 백서는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작성되었습니다. Moor Insights & Strategy는 본 백서에 언급된 여러 첨단 기술 

기업에 연구, 분석, 조언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Moor Insights & Strategy의 직원 어느 누구도 본 문서에서 언급한 

기업에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면책 
본 문서에 제시된 정보는 정보 제공용이며 기술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식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Moor Insights & Strategy는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합성에 대해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그러한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부적합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Moor Insights & Strategy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의견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or Insights & Strategy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지향성 지표로서 예측 정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진술을 제시합니다. 당사의 예측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진술은 미래에 대한 현재 당사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발행 당시 당사의 견해만 반영된 이 

같은 예측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새로운 정보 또는 미래에 

발생할 일을 반영하여 이 같은 예측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진술을 수정하거나 그러한 수정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mailto:rhett@moorinsightsstrategy.com
http://www.moorinsightsstrategy.com/
mailto:patrick@moorinsightsstrategy.com
http://www.moorinsightsstrategy.com/
mailto:patrick@moorinsightsstrateg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