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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most advanced 
datacenters run on Nutanix 

One OS, One Click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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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뉴타닉스는 IT 조직이 강력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뉴타닉스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 소프트웨어는 프라이빗, 퍼블릭,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모두 통합하므로, 모든 규모의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단 하나의 지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뉴타닉스 솔루션은 100%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업계 최고의 HCI(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돼 컴퓨트, 가상화,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보안을 통합하는 전체 인프라 스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규모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 소프트웨어를 통해 IT 조직은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최상의 기술 조합을 이용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What We Do

하이퍼바이저

뉴타닉스는 업계에 존재하는 모든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해 IT 조직이 

데이터센터 관리 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모든 뉴타닉스 

솔루션은 빌트-인 관리 기능을 갖춘 

고성능의 무료 하이퍼바이저인 AHV를 

함께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뉴타닉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을 통합해 강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합니다. 

IT 조직은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포함한 모든 

클라우드에서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뉴타닉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인프라 팀은 

자유롭게 서버를 선택하고 탁월한 

뉴타닉스 사용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의 장점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는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순성과 민첩성은 물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강력한 보안과 제어를 모두 제공합니다.

전체 클라우드 스택

모든 컴퓨팅, 스토리지, 가상화 리소스를 

통합해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IT 인프라를 완성하십시오.

단 한 번의 클릭(ONE-CLICK)

쉽고 편한 관리 기능으로 IT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IT 

조직을 꾸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 몇 분안에 끝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워크로드를 운영하기 위해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애플리케이션 관리 자동화

일반적인 IT 작업을 자동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CO 절감

IT 비용을 60% 절감하고, 7개월 안에 

투자 회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일원화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6 7NUTANIX REFERENCE BOOK

업계 최고의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이 인프라 관리를 단순화하므로,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 보호, 무중단 업그레이드, 셀프힐링 시스템이 예측가능한 성능, 안정적인 재해 복구, 효율적인 운영을 

낮은 비용으로 보장합니다. 단 하나의 OS, 단 한 번의 클릭의 강력함을 만나보세요. One OS, One Click.

사용 사례별 뉴타닉스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예측가능한 성능과 확장성으로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티어 1 

워크로드를 가상화하세요.

VDI

단 하나의 뉴타닉스 플랫폼으로 모든 

종류의 VDI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

모든 워크로드, 모든 환경,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고객들이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유

뉴타닉스는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와 소프트웨어-정의(software-defined) 스토리지 분야의 리더입니다. 

전세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들이 뉴타닉스를 통해 미션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OS, 단 하나의 클릭으로 이를 구현합니다.

모든 규모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지원

웹-스케일 엔지니어링 경제성으로 

구현하는 예측가능한 확장성

가치구현시간 가속화

가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하이퍼바이저 선택은 고객의 자유입니다.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스토리지

사일로 스토리지와 복잡한 프로비저닝을 

제거하세요.

빅데이터

작게 시작하세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Splunk, Cloudera, NoSQL, 

Hadoop 등으로 선형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격 오피스 및 지사 IT

한 플랫폼에서 모든 원격 오피스의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및 재해 복구

뉴타닉스는 스토리지, 백업, 재해 복구를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빌트-인 복원력

폭넓은 셀프-힐링 기능으로 단일 장애 

포인트를 제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을 통합하고, 재해 복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무중단 업그레이드

원-클릭 업데이트와 모듈형 확장으로 

계획된 다운타임을 줄입니다.

Why Customers Choose Nuta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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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Cloud ROI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민첩성과 생산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관리 효율성, 온-프레미스 환경의 저비용 등의 이점을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뉴타닉스 웹사이트(www.nutanix.kr/tco/)에서 직접 TCO를 계산해보세요. 

60%

얼마나 절감될까?

만약 40개의 가상 머신을 운

영한다고 가정하면, 

인프라 비용 절감 

최대 60%까지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줄이고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며 필요

에 따라 기존 리소스를 확장

하십시오.

Time-to-Value

며칠 내에 설치되고, 몇 분 안에 

구현이 완료됩니다. 복잡한 IT 작

업과 IT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원-클릭이 주는 심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로 
전력 및 공간 비용 절감

전력 소모량이 적어서, 인프라 운

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데이

터센터 공간도 줄여줍니다. 

30X
faster

What you save with Nutanix 

$5,041,257

Nutanix 3 Year Cost

$4,609,362 Competitors 3 Year Cost

$9,650,619

40 Virtual Machines

SAVE UP TO

90%

Reduce Power Costs

10%

Reduce Space Cos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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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에너지 

“IT 인프라 단일화로 관리 포인트를 

감소시켰습니다. HA 기술을 활용하여 

HW 이중화에 투자되었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16p

한화케미칼 

“고객의 Needs 변화에 따라 

Hybrid Cloud 추진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뉴타닉스 HCI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8p

샤오미 

“가상화 플랫폼을 구현하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기술,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있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26p

신세계 I&C

“우리는 중단 없는 데이터센터

(SDDC)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쉴 수 있는 

주말을 선물 받았습니다”

30p

쌍용양회 

“가상화 기술의 최대 장점인 

효율성과 유연성을 모두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뿌듯합니다”

20p

SAIC Volkswagen 

“이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트러블 프리(trouble-free)’라고 

하겠습니다”

22p

WD-40 Company 

“현재의 운영 상황에 대해 훨씬 더 

우수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점 중 하나 입니다”

24p

11번가  

“뉴타닉스 HCI 도입으로 유연하게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32p

Hallmark Business 
Connections 

“워크로드 이전 결과, 시간을 최대 

72% 단축하여 매일 최대 12개의  

빌드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4p

제주신화월드 

“뉴타닉스 덕분에 한국 최초로 

SDDC를 구축하는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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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G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분석용 검색엔진 플랫폼을 

Nutanix AHV로 이전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Nutanix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38p

SBS  

“비용과 공간 절감 효과는 물론, 

데이터 처리 속도까지 향상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40p

스마트로 

“노드 단위 아키텍처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비저닝 만으로도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내장된 백업 시스템을 

통해 비용까지 절감됩니다”

50p

아주캐피탈

“특정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고 

대용량 및 고밀도 데이터 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52p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서는 유연한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4p

SK플래닛  

“성능과 안정성, 관리용이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VDI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46p

나스닥 

“이제껏 봐왔던 기술 중 가장 견고한 

인프라 및 가상화 기술입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성능과 백엔드 

인프라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48p

이화여자대학교  

“가장 큰 고민이었던 성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VM 배포시 향상된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56p

서울교육대학교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과 유지 보수 

절감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발생시 빠른  

지원과 문제 해결이 큰 장점입니다”

58p

미 국방부 (US DoD)  

“SAN 기술 또는 스토리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간단하니까요”

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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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닉스를 통한 IT 인프라 단일화로 관리 포인트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HCI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의 HA(High Availability) 기술을 활용하여  

그 동안 HW 이중화를 갖추기 위해 투자되었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GS에너지는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일환으로, 상면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성능 이슈가 

발생하던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인프라를 뉴타닉스 기반의 차세대 

인프라로 혁신했습니다.

인프라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관리를 구현한 결과 기존에는 인프라 관리에 주력하던  

IT 담당 인력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데이터센터 상면 비용 66% 절감

•  값비싼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비용 제거

•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IT 인프라 속도 및 성능 개선

•  IT인프라 단일화 통해 관리포인트 감소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 기반의 

차세대 인프라 구현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인 GS에너지, IT인프라 단일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로 

에너지 업계 인프라를 재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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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는 ICBMA 기술을 지원하면서 컨테이너나 

FaaS(Function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Needs 변화에 따라 

고객과 서비스 제공사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Hybrid 

Cloud 추진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인프라로 뉴타닉스 

HCI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ICT 함윤식 팀장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도 화학기업인 한화케미칼은 기존의 Unix 장비로 구축되어 있는 SAP 업무를 

U2L 작업을 통해 최신 HCI 인프라로 이관했습니다. 벤더 종속성에서 탈피하고, 클라우드로의 방향 전환과 

신기술 적용이 용이해 졌으며, 안정성과 성능이 최적화된 인프라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한화케미칼은 기존에 SAP ERP를 운영 중이던 Unix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가용성, 성능 감소, 서비스 지원 중단(EOS) 등 안정성 저하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Linux로의 전환을 큰 방향으로 결정했고, 

x86 서버와 스토리지, 가상화 SW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 대신 운영 

편리성, 확장성, 안정성, 기술지원 등을 고려하여 Linux 기반의 

HCI 어플라이언스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벤더 종속성 탈피, 클라우드로의 방향 전환, 신기술의 빠른 적용 가능

• 시스템 통합 관리와 모니터링, 확장성과 고성능, 고가용성 확보

• 향상된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 서버상면 및 전기료, 운영비용 감소

• 기술 노후화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위험성 최소화

한화케미칼, 

노후 유닉스에서 HCI 기반 리눅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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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기술의 최대 장점인 효율성과 유연성을 모두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뿌듯합니다.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앞선 가상화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 더 많은 시스템을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뉴타닉스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IT지원팀 김대현 팀장

국내 최대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는 뉴타닉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상화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시멘트 공장인 동해공장을 비롯해 쌍용양회와 6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 그룹웨어를 구축하고, 주요 워크로드를 뉴타닉스 기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쌍용양회는 첨단 건축기술이 등장하는 흐름에 맞춰 디지털 혁신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고객 지원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비즈니 혁신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레거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전환해 

그룹의 운영과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보안과 안정성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하며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소프트웨어 환경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가상화 환경 마련

•  신규 통합 그룹웨어와 기술지원센터, 

통합 검색 등 다양한 시스템 신규 구현

•  뉴타닉스 프리즘(Nutanix Prism)으로 

데이터센터 워크플로우 단순화  

간소화, 자동화

•  여러 개의 호환되지 않는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던 번거로움 제거

•  시스템 데이터 분석으로 실시간 

인사이트 도출과 모든 운영 최적화 

쌍용양회, 

가상화 환경 구현으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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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급변하는 IT 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IT 인프라가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Nutanix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통해 아무런 불편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SAIC Volkswagen은 상하이에 2개의 데이터 센터와 재해 

복구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는 소형 유닉스 서버에 배포되었고, 

웹 서버 수까지 합치면 총 서버 수는 1,000대가 넘습니다. 

IT 팀은 여러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서버와 스토리지 

하드웨어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컴퓨팅 리소스와 저장 용량이 완전히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달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므로 적시에 비즈니스 

부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하루 만에 뉴타닉스 구현 완료

• 20명이 1000대 이상의 서버 관리 

• 신제품 R&D 가속화, 신규 프로젝트 출시 일정 단축 

•  문제없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포 - IT 팀이 

애플리케이션 혁신 및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더 집중

• 기존 SAN 구현시 최소 20U 랙 필요, 뉴타닉스 4U 랙에 구현 

SAIC Volkswagen Automotive 
Nutanix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합니다.

“ Nutanix로 누리는 이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트러블 프리(trouble-free)’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의 가상 환경은 수작업에 의존했는데, 꼬박 이틀씩 걸리곤 했습니다. 

같은 워크로드를 지금은 한 두 시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SAIC Volkswagen 프로젝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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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운영 상황에 대해 훨씬 더 우수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점 중 하나 입니다. IT 인프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전처럼 자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WD-40 시스템 관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WD-40은 윤활/유지보수/특수세정 제품의 제조, 유통 분야 선두 주자입니다. 

WD-40은 Nutanix를 통해 공간 제약이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WD-40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핵심 워크로드를 

가상화하고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향상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데이터센터 랙 공간 부족과 Microsoft의 

Hyper-V 지원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3 티어 구조의 복잡성과 스토리지 관리 오버 헤드 또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Microsoft Hyper-V 인증된 하이퍼컨버지드 플랫폼에서  

중단 없이 워크로드 가상화 

•  전력 및 냉각 요구 사항 41% 감소 

•  데이터센터 랙 풋프린트 대폭 감축 

•  단일 창에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 관리

WD-40 
성공적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가는 길



26 27NUTANIX REFERENCE BOOK

“ 가상화 플랫폼을 구현하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Nutanix는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측면 

모두에 있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샤오미 Inc 인프라 아키텍처 부문 시스템 그룹 책임자

샤오미는 스마트 홈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스마트폰, 인터넷 TV, 기타 스마트 장치에 중점을 둔 혁신 주도 기술 회사입니다. 

샤오미는 Nutanix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통해 가장 손쉽게 배포하고 간편하게 관리하며 유연하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샤오미가 더 많은 분야에서 부각됨에 따라 샤오미의 기존 IT 

인프라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VMware ESi 5.5 가상 

시스템, SAN 스토리지 시스템의 엄청난 사용 증가로 인해 

백엔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이 생겼으며 특히 주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공간 및 전력 소비에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샤오미는 IT 시스템 아키텍처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적화하여 

지속적으로 백엔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백엔드 스토리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SSD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부담만 가중될 뿐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2주가 소요되던 시스템 배포를 2시간 만에 완료, 효율성 증대 

•  스토리지 성능 200% 향상 

•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점유 공간과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감축 

•  IT 관리자의 워크로드 50% 감소 : 비즈니스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샤오미

기술의 “재미”를 제공하는 Nuta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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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은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뉴타닉스 덕분에 우리는 중단 없는 데이터센터(SDDC)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쉴 수 있는 주말을 선물 받았습니다.”  

강승근 팀장, 신세계 I&C IT 비즈니스 그룹

한국 최대의 유통그룹 신세계는 백화점, 이마트, 면세점, 스타필드, 신세계건설 등 

그룹사 전체 IT 워크로드의 60% 이상을 Nutanix 기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클라우드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IDC를 Nutanix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로 설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리테일 산업은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다는 특성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버, SAN, 

스토리지 등 기존 인프라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가용성과 안정성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신세계그룹 각 계열사 별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선진화된 미래형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중앙 집중식 Prism 콘솔을 활용하여 관리 유연성 확보 

•  시스템 업데이트, 특별 시즌의 트래픽 급상승시에도 완전한 무중단 실현

•  기대했던 IOPS의 4배 이상 달성

•  IT 엔지니어들도 주 35시간 근무 실현 

•  복잡한 각종 워크로드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  SDDC 기반의 새로운 IDC 구축(기존 IDC 대비, 인프라 규모 2배 개선)

•  신규 IDC로의 이전도 무중단 수준으로 계획

신세계, 변화를 통해 

미래 클라우드 전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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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e-커머스 업체인 11번가는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HCI 기반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이벤트로 인해 시스템 사용량이 급변하는 상황이나 환경 구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번가, 

HCI 기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중

“2016년부터 민첩성, 확장성,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인프라의 변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닉스 HCI 도입으로  

유연하게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추가 또는 확장 등 빠르고 다양한 

업무 환경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번가 주식회사 이창희 매니저

무엇이 문제였나요?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특정 시기나 이벤트에 따라 

시스템 사용량의 변화가 큽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에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에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비용 증가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기존 서버, SAN 및 스토리지 등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뉴타닉스 HCI를 통한 통합 운영 및  

관리 환경으로 변화 

•  자체 백업/DR 기능을 통해 손쉽게 VM 단위 백업

•  리소스 요청시 신속한 제공 가능, IDC 간 리소스 전환도 용이

•  전체 시스템 사용량 관리 및 예측 가능, 필요시 변경 및  

회수 용이

•  API 활용을 통해 운영 편의성 향상 

•  비즈니스 니즈에 따른 민첩한 대응, 손쉬운 확장 및  

고가용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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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덕션 클러스터, 백업, 재해 복구(DR), 시스템 배포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Hallmark Business Connections는 성능 및 생산성 측면에서 전례 없는 ROI를 달성하며 

이미 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 Nutanix 클러스터로 워크로드를 이전한 결과,  

시간을 최대 72% 단축하여 매일 최대 12개의 빌드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Hallmark Business Connections 인프라 디렉터 및 정보 보안 책임자

무엇이 문제였나요?

• 새로운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배포 

•  3년 로드맵 - 데이터센터 전체를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 필요

• 저조한 빌드 성능 향상 

•  개발 및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3계층 인프라에서 차세대 

하이퍼컨버지드 데이터센터로 마이그레이션

무엇이 개선됐나요? 

• 소프트웨어 빌드 시간 72% 단축 

• 인프라 운영 비용 55% 절감 

•  지원 워크로드가 1/10로 감소 : 주당 20시간을 단 2시간으로 

단축 

• 더 효율적이고 모바일 친화적인 업무 수행 방식 

• 더 저렴한 비용으로 멀티 하이퍼바이저 환경으로 이전 가능 

•  미래를 위해 확장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가능

Hallmark Business Connections
Nutanix의 경계없는 인프라를 사용하여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36 37NUTANIX REFERENCE BOOK

“CIO는 항상 돈과 시간,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전에 실패하기도 하고, 도전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Nutanix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줬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데 의미 있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SDDC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Nutanix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 대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종래, 람정제주개발(제주신화월드) 부사장

모든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단 하나의 싱글 플랫폼에서 구동 

프리미엄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SDDC를 한국 최초로 구축해 

모든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제주신화월드는 리조트 건설과 동시에 

2개의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센터 간의 재해복구(DR) 

환경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기술로는 리조트 개장 

시기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안정화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할만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제주신화월드는 향후 운영 면에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 특성상 

IT 인프라 관련 기술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 어렵고, 내부에 많은 운영 인력을 

보유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환경 구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한국 최초의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구축 

•  단일 플랫폼에서 80개 이상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실행 

•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투입 인력 최소화로 약 200

억원 절감 

•  20분 소요되던 SAP 업그레이드가 

원클릭으로 간소화 

• 서비스 장애 없는 무중단 환경 구현 

•  실시간 리소스 및 성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예측 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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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가 분석용 검색엔진 플랫폼을  

Nutanix AHV로 이전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Nutanix를 단지 또 하나의 기술 제공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시스템 및 스토리지 관리자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IHG)은 Nutanix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AHV, 

Pris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분석용 검색엔진(Elasticsearch) 플랫폼에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손쉬운 확장과 우수한 성능, 관리 간소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존 인프라는 IHG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 필요한 수준의 

확장성 또는 가시성을 제공하지 않아 Elasticsearch 분석 플랫폼 

및 운영 대시보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빠르고 손쉽게 분석용 검색엔진(Elasticsearch) 환경 확장 

•  1주 이상 걸리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몇 시간 만에 완료 

•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에 대한 더 우수한 가시성 확보

• 활용률과 가동 시간 증가 

• 인프라 관리 전문가 불필요 

•  자본비용(CapEx)과 운영비용(OpEx) 절감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미션 크리티컬한 검색엔진 플랫폼을 

HCI로 이전



40 41NUTANIX REFERENCE BOOK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뉴타닉스 하이퍼컨버지드를 선택했습니다. 

비용과 공간 절감 효과는 물론, 데이터 처리 속도까지 향상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SBS는 동영상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 메타데이터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환경 대비 최대 2.5배의 비용 절감과 

7배의 공간 절약 효과를 얻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무엇이 문제였나요?

동영상 콘텐츠 메타데이터 운영을 위해서는 제약 없는 

인프라의 확장성과 유연한 리소스 분배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존 진부한 방식의 레거시 아키텍처에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SBS는 면밀한 검토 끝에 레거시 인프라스트럭처의 장점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합친 뉴타닉스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자체적인 IT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케일아웃

(Scale-out) 아키텍처를 통해 필요에 따라 노드 단위의  

무한 확장 가능

•  뉴타닉스 프리즘(PRISM) 활용해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대역폭 등 모니터링/관리

•  잉여자원(Over-provisioning) 최소화,  

막대한 전력/상면을 필요로 하는 스토리지 제거

•  기존 환경 대비 최대 2.5배의 비용 절감과  

7배의 공간절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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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WEHAGO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특히 뉴타닉스의 HC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부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송호철 본부장(이사), 더존비즈온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인 더존비즈온은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인 ‘위하고(WEHAGO)’의 인프라 구축에  

뉴타닉스의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더존비즈온, 차세대 플랫폼 인프라에 

HCI 인프라 기술 적용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존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형태로 운영해 온 ERP,  

그룹웨어, 회계 프로그램 등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의 ‘위하고(WEHAGO)’로 통합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갖춘 SaaS 

(Software-as-a-Service) 인프라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향후 비즈니스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확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뉴타닉스의 SSP(Self-service Portal) API를 활용해  

향후 IaaS 서비스를 위한 포털 구축의 기반 마련 

•  운영중인 서비스를 재해복구 센터에서 복구하는 방식의 

재해복구 방안 마련

•  재해복구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 그 결과를 서비스에 

실시간 적용해 서비스 품질 향상 

•  온라인에서 데이터 압축과 중복 제거를 지원해  

디스크 공간 효율 개선

•   SaaS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SDDC)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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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안정성, 관리용이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VDI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 뉴타닉스를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VM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TCO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ICT 생활을 제공할 것입니다.” 

SK플래닛 소현호 매니저

SK플래닛은 Data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Data & Tech 기업 입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장애 우려 없는 VDI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PC 환경과 가상 환경의 경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SK플래닛은 기존 SAN 방식의 가상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업무 환경을 분리해서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개발이나 기업 데이터는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한 

환경에서 운용하고 메일, ERP, 인트라넷 등 일상적인 업무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빠르게 구동되길 원했습니다. 

또한 확장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다운타임과 호환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없이 비즈니스 연속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비즈니스 목적에 따른 업무 환경 분리 

•  다운타임과 호환성으로 인해 발생하던 장애없이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  스토리지 컨트롤러, 하이퍼바이저, 펌웨어에 대한  

무중단 업그레이드 

•  노드/블록 이중화 구성으로 VDI 환경의 고가용성 확보

•  VDI 환경에서도 기존 물리 방식과의 성능 차이 없이  

사용자 경험과 안정성 유지

•  뉴타닉스 프리즘(Nutanix Prism)을 통해 가상 환경의  

운영 및 관리 용이성 향상

SK플래닛, 

고성능·고가용의 

안정적 VDI 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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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anix AHV는 이제껏 봐왔던 기술 중 가장 견고한 인프라 및 가상화 기술입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성능과 백엔드 인프라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다른 가상 인프라 솔루션보다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Nasdaq 글로벌 시스템 및 스토리지 수석 디렉터

50개국 70개의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은 세계 최초로 전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나스닥은 Nutanix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프로비저닝 속도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했으며 관리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TCO를 25% 절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주식 거래량은 초나 밀리초가 아니라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Splunk 환경을 위해 더 우수한 성능과 민첩성, 

신속하게 스토리지를 배포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몇 주씩 걸리던 신규 스토리지 및 컴퓨팅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몇 시간 만에 완료

•  신규 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간 단축 

•  쿼리 실행 속도 2배 향상 

•  2배 향상된 인덱스 성능으로 이벤트 처리

•  3배 빠른 응답 속도 제공(레이턴시) 

•  검색 성능 2~3배 향상 

•  서버 풋프린트 40% 감축 

•  TCO 25% 절감

Nasdaq
빠르게 확장하는 Splunk 환경을 위해 

Nutanix AHV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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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닉스는 노드 단위 아키텍처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비저닝(Provisioning) 만으로도 가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내장된 백업 시스템을 통해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스마트로 IT본부 정보보안 TF 장옥술 팀장

스마트로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뉴타닉스의 하이퍼컨버지드 기술을 도입해 성능 향상은 물론, 가용성 극대화와 비용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최근 강화된 보안 정책을 준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도입을 오랜 기간 

검토했습니다. 서버 하드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SAN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던 기존 환경에서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일로가 발생되어 시스템 

환경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성능, 안정성과 더불어 

운영의 용이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2분 내에 100개의 가상머신 복제가 가능한 빠른 배포

•  비대칭 구조에서도 이중화가 가능해 가용성 강화

•  번들된 무료 백업 솔루션 덕분에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서버/스토리지/가상화 통합으로, 

성능/가용성/비용절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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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고성능의 비즈니스 환경이 

선제돼야 합니다. 특정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고 

대용량 및 고밀도 데이터 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를 통해 고객을 최우선에 둔 고객중심 경영의 기틀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아주캐피탈 IT정보보안팀 김준학 차장

여신금융업계를 선도해 온 아주캐피탈은 기존 그룹웨어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 x86 서버 시스템의 가상화, 

논리적 망분리 등을 뉴타닉스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다른 가상화 솔루션 대비 

약 60% 낮은 구축 비용 투자로 실현되었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캐피탈, 고성능 고효율의 

가상화와 논리적 망분리 실현

무엇이 문제였나요?

아주캐피탈은 신규 그룹웨어 시스템을 위한 가상화 환경 전환, 논리적 망분리 구현을 위한 

데스크톱 가상화, 전사 콜 시스템 집중화를 위한 미들웨어(CTI 및 PBX 서버)와 녹취 시스템의 

가상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전반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길 원했습니다. 

특히 기존 IBM 로터스 노츠(Lotus Notes)를 통한 그룹웨어, 이메일 및 결제 시스템 등 주요 

업무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것과, 16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녹취 데이터를 윈도우/리눅스 

가상화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의 가능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뉴타닉스 AHV 가상화 기반으로 기존 IBM 로터스 노츠 그룹웨어 마이그레이션

•  기존 IBM x86 서버 단위 업무 시스템 30여대 가상화

•  논리적 망분리를 통한 인터넷 PC 서비스, 비즈니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포털 시스템 

서비스 등 운영

•  16TB의 녹취 데이터 보관, 압축, 실시간 백업하던 스토리지 영역 대체

•  IPT(IP Telephony) 시스템 운영 미들웨어 가상화로 콜 업무 서비스 효율성과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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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는 뉴타닉스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과 시트릭스의 3D VDI 및 PVS를 도입, 

학생 실습용 데스크탑 가상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성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VM 배포시 향상된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뉴타닉스로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의 

개방 실습실 구현

“이화여자대학교는 뉴타닉스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과 시트릭스의 3D VDI 및 PVS를 도입, 

학생 실습용 데스크탑 가상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PVS를 통해 개방 실습실의 안정적인 PC 관리는 물론 

3D VDI로 공과대학 특성에 맞는 고성능 3D 소프트웨어 수업 환경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뉴타닉스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수업 효율이, IT 관리자에게는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 천윤필 팀장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화여자대학교는 복잡한 기존 인프라 구성과 서버 자원, VM 관리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VM 성능 저하와 배포 속도 저하가 고민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개방 실습실과 실습실의 데스크탑 가상화 구축 프로젝트를 

시행 했습니다. 가장 고려한 부분은 구축비용,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가상화의 실행 속도 문제 였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데스크탑 가상화의 최적의 인프라인 뉴타닉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프로비저닝 서비스 도입으로 개방 

실습실의 안정적인 PC 관리 가능 

•  3D VDI를 이용한 공과대학 특성에 

맞는 고성능 3D 소프트웨어 수업 

환경 구현

•  뉴타닉스 프리즘(Nutanix Prism)

으로 서버 자원과 VM 관리의  

어려움 해결

•  VM 배포 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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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교는 노후 서버 개선을 

위해 뉴타닉스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존 타사 

제품으로 구성된 가상화 SW와 x86

서버를 뉴타닉스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메일, SMS 서버 

등의 서비스를 뉴타닉스로 전환했으며 

고성능의 스토리지 캐시 알고리즘을 통해 

빠른 응답 속도로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모든 서버를 뉴타닉스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 송지희 팀장

서울교육대학교는 메일, SMS, 홈페이지, 증명서 발행, PVS, 데스크탑 가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뉴타닉스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과 유지 보수 

절감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뉴타닉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 발생 시 빠른 지원과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뉴타닉스로 이전 후, 

속도 향상과 유지비용 절감 효과 체감

무엇이 문제였나요?

서울교육대학교는 다양한 제조사의 

x86 서버, SAN 스토리지, SAN 스위치, 

여러 종류의 서버 가상화 SW 같은 

IT 인프라 구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한된 IT 인력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고 각각의 지원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 운영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장애 발생시 빠른 지원과 문제 해결

•  현저하게 줄어든 상면 공간으로  

공조 및 전기 사용료 절감

•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

•  유지보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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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anix는 정말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면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SAN 기술 또는 스토리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간단하니까요.”  

미 국방부 수석 가상화 엔지니어 

미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DoD)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 및 미국 군사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가상 데스크톱을 서비스로 호스팅 할 수 있는 완전히 통합되고 확장성이 뛰어난 

서버 및 스토리지 플랫폼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펜타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VDI 데스크톱 

서비스(Desktop-as-a-Service) 구현의 

일환으로 VMware Horizon View를 

호스팅하기 위한 스토리지 및 서버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기존 서버나 스토리지가 없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SAN 스토리지의 비용과 복잡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배포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개선됐나요?

•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선형 확장  

•  손쉬운 구매 - 단일 공급처의 단일 제품 

•  구매부터 프로덕션 파일럿까지 1개월 

이내에 완료 

• 탁월한 사용자 데스크탑 성능 

•  단일 제어 지점으로 손쉽게 관리  

- SAN 및 스토리지 전문가 불필요 

• 민첩하고 세심한 기술 지원

미 국방부, 완벽하게 통합된 

고확장성 서버/스토리지 플랫폼 구현



맛있는 핑거푸드와 함께 하는 라이브 데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Enterprise Cloud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아직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여러 회사들이 깊은 만족감(뉴타닉스 순추천지수 90점 이상)을

표현하는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귀사의 회의실에서 가장 편한 시간에 맛있는 핑거푸드와 함께 

뉴타닉스 전문가의 맞춤 라이브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OS소프트웨어를 통해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타닉스와 함께 귀사의 클라우드 로드맵을 점검하고 구상해보세요.

이제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1.  뉴타닉스 영업 대표 또는 협력사의 연락처로 지금 연락주세요.

2.  뉴타닉스 홈페이지(www.nutanix.kr/demo)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www.nutanix.com / www.nutanix.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