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brid Cloud 소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개념인가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 컨테이너화 된 애플리케이션은 On Premise 나 Public Cloud 에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빠르게 확장 이동

•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업체나 소프트웨어 벤더에 종속성 탈피

컨테이너 기술 활용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 Hybrid Cloud options compared:

• AWS Outposts vs 

• Azure Arc vs 

• Google Anthos

• with Kubernetes

Hybrid Cloud Products - Cloud Provider



How does one build apps for the cloud?



Unix Server Battle , There Are No Winners



AWS Vs Azure Vs GCP – The Cloud Platform of Your Choice?



How does one build apps for the cloud?



Is Hybrid Cloud the Winner?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적용

• 퍼블릭 클라우드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저장 공간이 무제한이며 결제 모델이 유연하고 경제적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보안성이 우수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 리소스를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더 강
력하게 통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장점

Public Cloud
• Scalability

• Cost-efficiency

• Unlimited storage

• Pay as you go

Private Cloud
• Single tenant

• High security

• Flexibility

• Full customizable

Hybrid Cloud
• Scalability

• High security

• Flexibility

• Cost-efficiency

• Unlimited storage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 Public Cloud (퍼블릭 클라우드) 와 Private Cloud (프라이빗 클라우드)" 를 결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



Portable Managed Service 의 구현



How does one build apps for the cloud?



•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구현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 애플리케이션(코드) 를 어디서나 실행할 수 환경 구축

• On-Premise 와 공유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 요구되는 자원에 하드웨어나 클라우드 벤더에 종속 되지 않고 최적화된 환경을 선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Portability



• 컨테이너는 Linux 커널 구조를 이용 = Linux 를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서 PORTABILITY 보장

컨테이너의 이동성



Cloud Business Office

• 풀 타임 클라우드 전문가, 기술 운영 및 보안 리더 및 수석 설계자는 반드시 포함

• 법무, 인사, 조달 및 IT 재무 부서에서 CBO 에서 파트 타임 근무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상시 근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멀티 클라우드가 필요한 시나리오

• 기업 내 개발/ 운영 분리 • 클라우드 기반 개발 • 프로젝트 분리

개발/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개발/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 지리적 분산 (가용성/DR)

서울 부산

• 지리적 분산 (가용성/DR)

청주 울산

• 멀티 클라우드



제품 / 서비스에 관한 문의

• 콜 센터 ：02-469-5426 ( 휴대폰 : 010-2243-3394 )

• 전자 메일：sales@openn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