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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소개  

신정우 이사 
 브이엠웨어코리아 

VMware가 준비하는 새로운 데이터센터의 미래  
-SDDC (Software Defined Datacenter)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IT 성과 
 

CONFIDENTIAL 2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CapEx 절감 

OpEx 절감 

보안 향상   

고가용성 

서비스 제공 시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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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3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CONFIDENTIAL 4 

기존 고객사 운영환경  

높은 장비 도입비용   

Windows 

Linux 

Mission 
Critical  

Big-Data 

독점적 기술기반  
하드웨어  

관리자 수작업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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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 적용 후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CONFIDENTIAL 6 

SDDC 적용 후  

Public 클라우드와 비교할 수  
있는 단위 비용 (Unit Cost)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CONFIDENTIAL 7 

SDDC 적용 후  

기존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맞게  

표준화된 인프라 

Public 클라우드와 비교할 수  
있는 단위 비용 (Unit Cost)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CONFIDENTIAL 8 

SDDC 적용 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확장성 

Public 클라우드와 비교할 수  
있는 단위 비용 (Unit Cost)  

기존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맞게  

표준화된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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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향 및 효과  

효과  고객 기존 환경  SDDC 적용 후  

비용 절감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 
매월 $1.6M 지출 

 비용 투명성 부족 
 가시성 및 제어 부족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약 90% 저렴함  

 더 높은 OLA 및 SLA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요 
충족 

 AWS에서 마이그레이션 

표준화된  
데이터 센터 

 5개 IT 부서 
 이기종 환경 비율 증가  
 

 IT부서 통합  
 동일한 OS 빌드 
 단위 부서에 IaaS 
클라우드 제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쉽게 확장 가능 

 파일럿을 위한 지도를 
다운로드 하기위해 
몇시간이 소요  

 파일럿을 위한 지도를 
다운로드 하기위한 
시간을 분단위로 단축   

고객 참조: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i0bcqg6zuSLhfM&tbnid=9ivVaIBBlI82jM:&ved=&url=http://www.nagy-consulting.eu/index.php/en/profile&ei=tpfNU7HSCIbf8AXKnYCIAQ&bvm=bv.71198958,d.dGc&psig=AFQjCNEeOZYI3M3GXbAZE5eLHYeWNvoFlQ&ust=1406069046446325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i0bcqg6zuSLhfM&tbnid=9ivVaIBBlI82jM:&ved=0CAUQjRw&url=http://www.nagy-consulting.eu/index.php/en/profile&ei=H5jNU43NN8il8AXzvYCwDw&bvm=bv.71198958,d.dGc&psig=AFQjCNHZLcC9S9HCgbdfvJRP1hI0Vt2GOQ&ust=1406069150224387
http://rod.roinnovation.com/v2/EI.aspx?ID=ac634813-7ee0-48d9-abb1-f3fb9ea45e0a
https://rv.roinnovation.com/VMWare/Spotligh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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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10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낮은 자원 효율성으로 
인한 하드웨어 추가  
구매 및 비용 증가  

VM 및 리소스에 대한 과다 용량산정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 부족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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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 운영환경  

Right-sized VMs 

Overprovisioned VM Undersized VM 

Idle VM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  



최적화된 성능 및 용량 성능 향상 및 운영 중단 방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및 정책 적용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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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 적용 후  

Right-sized VMs 

Overprovisioned VMs Undersized VMs 

Idle VM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효율적 운영으로 IT 관리 운영 비용 절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간 단축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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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고객 기존 환경  SDDC 적용 후  

향상된 
인프라 가시성 

• Tier 1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상화 미적용  

 

• 업계에서 가장 낮은  
IT TCO  

• 가상화된 SAP의 용량 
계획 및 상태 감독 

IT 문제 해결 시간 단축 

• 인프라 상태에 대한 
가시성 제한 

• 인프라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  

• 문제 해결 시간 90% 
단축 

운영 비용 및 자본 비용 
절감, 복잡성 감소 
 

• 용량 계획 및 VM 상태 
모니터링 불가능으로 
인해 IT 리소스 효율성 
저하  

• 하드웨어 비용 70% 
감소 

비즈니스 영향 및 효과  

고객 참조: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http://rod.roinnovation.com/v2/EI.aspx?ID=1f6f552b-9ac1-4d89-b268-2500e0fda18b
https://rv.roinnovation.com/VMWare/Spotligh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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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CONFIDENTIAL 15 

기존 고객사 운영환경  

DMZ/웹 VLAN 

애플리케이션 VLAN 

HR  

재무 

서비스/관리 VLAN 

DB VLAN 

HR  재무 

서비스 관리 

재무 HR  

경계 
방화벽 

내부 방화벽 

기존 데이터 센터 

높은 자본 비용: 보안 영역 관리를 
위한 물리적 방화벽 

새로운 영역 추가, 보안 
세분화로 인해 관리 
운영 비용 증가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CONFIDENTIAL 16 

SDDC 적용 후 1/2 (Micro-Segmentation) 

경계 
방화벽 

DMZ/Web 

App 

DB 

HR 그룹 

App 

DMZ/Web 

DB 

재무 그룹 

서비스 관리 

서비스/관리 그룹 

NSX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에 연계된 
가상화된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 관리 
운영 비용 절감  

방화벽 수를 
줄이면서도 보안성 
강화, 방화벽 CapEx 
절감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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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 적용 후 2/2 (Micro-Segmentation) 

격리 

개발  
영역 

운영 
영역 

경계 
방화벽 

DMZ/Web 

App 

DB 

HR 그룹 

App 

DMZ/Web 

DB 

재무 그룹 

서비스 관리 

서비스/관리 그룹 

경계 
방화벽 

DMZ/Web 

App 

DB 

HR 그룹 

App 

DMZ/Web 

DB 

재무 그룹 

서비스 관리 

서비스/관리 그룹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지만 관련성 
없는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CONFIDENTIAL 18 

비즈니스 영향 및 효과  

효과  고객 기존 환경  SDDC 적용 후  

방화벽 비용 최대 70% 
절감 

• 물리적 방화벽에 대규모 
투자 

• 높은 관리 및 구성 관리 
오버헤드 

• 자본 비용 70% 절감 
예상 

• 복잡성 및 데이터 센터 
면적 감소 

• 관리부담 감소  

다양한 워크로드 분류 
(Micro-Segmentation) 

• 테넌트별 전용 인프라, 
효율성 및 유연성 감소  

• 동일한 물리적 
인프라에서 전체 
네트워크 및 보안 
멀티테넌시를 통한 
인프라 활용도 향상  

배포 및 수정 
 

• 보안 구성을 배포하고 
수정하데 많은 시간과 
절차 필요  

• 자동화된 보안 템플릿 
모델을 적용하여 배포 
및 수정이 간소화  

 

글로벌  
커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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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19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수작업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  

사이트 B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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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 운영환경  

사이트 A 

중복된 서버 
하드웨어로 인해 

CapEx 증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스토리지 도입으로 

높은 CapEx  

인프라별 별도 관리로 
인한 높은 OpEx  



사이트 B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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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 적용 후  

사이트 A 

모든 사이트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CapEx 절감 

로컬 또는 사이트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 최소화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데이터 보호 관리를 위한  

운영 비용 절감 

DR을 위한 유연한  
배포 모델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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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향 및 효과  

 효과  고객 기존 환경  SDDC 적용 후  

다운타임 감소 및 규정 
준수 향상 

 
 
 

• 중요 애플리케이션을 
5~7시간 이내에 
페일오버 

• 중요 애플리케이션을 
30분 이내에 페일오버  

CAPEX 증가 없이  
BCDR 범위 확대 

• 비즈니스 연속성 또는 
재해 복구 계획 없이 전 
세계에서 46개의 원격 
지사 운영 

• CAPEX 없이 모든 원격 
지사에 대한 재해 복구 
계획 운영 

신속한 DR 및 성공적인 
재해 방지 

• 수동 DR 프로세스 
• 광범위한 DR 조정 및 
계획 

• 높은 IT 직원 교육비 

• 한 번의 클릭으로 DR 
프로세스 시작 

• 1시간에  페일오버 
• 브리즈번 홍수 사태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됨 

고객 참조: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http://rod.roinnovation.com/v2/EI.aspx?ID=cd318bee-2dc6-494b-9902-e235d85e49e6
https://rv.roinnovation.com/VMWare/Spotligh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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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23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용량 

통합 검증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CONFIDENTIAL 24 

기존 고객사 운영환경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CONFIDENTIAL 25 

정책 기반 인프라 자동화를 통한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제공 

요청 승인 프로비저닝 관리 

서비스 
Blueprint 

전체 비용 추적가능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배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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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향 및 효과  

효과  고객 기존 환경  SDDC 적용 후  

출시 기간 단축 

• 설계 및 제조 혁신을 
통한 제품 출시는 몇 년 
이상 소요되는 느린 
프로세스임 

 

• SDDC를 지원하여 신흥 
시장에서 50개 이상의 
스토어를 예정보다 빨리 
개장 
 

신속한  
인프라 프로비저닝 

• 속도가 느리고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수동 
프로세스로 고객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됨 

•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시간을 15분(평균)으로 
단축 

• 고객 만족도 향상   

자동화를 통해  
운영 비용 절감 

• 최적화되지 않은 컴퓨터 
리소스 프로비저닝 

• 급등하는 상업용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 

• 매달 $80,000의 운영 
비용 절감 

• 시스템 구축 시간을 
1시간에서 몇 초로 단축 

• 스토리지 사용률 60% 
향상 

고객 참조: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i0bcqg6zuSLhfM&tbnid=9ivVaIBBlI82jM:&ved=&url=http://www.nagy-consulting.eu/index.php/en/profile&ei=tpfNU7HSCIbf8AXKnYCIAQ&bvm=bv.71198958,d.dGc&psig=AFQjCNEeOZYI3M3GXbAZE5eLHYeWNvoFlQ&ust=1406069046446325
http://www.symantec.com/es/es/
http://rod.roinnovation.com/v2/EI.aspx?ID=1e4e9b23-9925-4e65-896d-dfbc81c30a8d
https://rv.roinnovation.com/VMWare/Spotligh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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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표준화 

인프라 기반  
보안 제어 

간소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 자동화 

고가용성 및  
탄력적인 인프라 

자본 비용 절감 

운영 비용 절감 

보안성 향상  

고가용성 

시장 진출 시간 단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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