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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3. Infrastructure

Accelerate Your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a Modern Infrastructure

최신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혁신 가속화
Google Cloud 네트워크 소개 및 업데이트 사항

ㆍ세계 최대의 저지연 네트워크 : 24개 리전, 73개 Zone 및 144 개의 엣지 로케이션 존재
ㆍ신규 구글 클라우드 리전 런칭(4곳) : 솔트레이크시티, 서울, 라스베가스, 자카르타.
(멜버른, 델리, 마드리드 등 9개 리전 추가 예정)

Google Compute Engine

ㆍ고신뢰성, OS업그레이드 관리 불필요, 다양한 VM제품군 선택 가능.
ㆍ최근에는 VM의 최신 제품인 E2를 도입함. (동적 리소스 관리 기능, 비용 최적화 모델)
ㆍE2는 현재 최대 32개의 VCPU의 머신 제공, 이제 모든 GCP 지역에서 E2 사용 가능.
ㆍN2D VM 제품군도 출시됨 : AMD 칩셋을 기반으로, 우수한 가격대비 성능 제공
Storage

ㆍBalanced PD : ENT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범용 워크로드에 적합한 가격 제공.
ㆍPerformance PD : DB처럼 성능에 민감한 워크로드용, IOPS 당 최적의 가격.
ㆍExtreme PD : 최고 성능의 워크로드에 적합. (SAP HANA,대용량 인메모리 DB 등)
ㆍFilestore High Scale : 고성능 스케일 아웃 파일 시스템, 대규모의 공유 파일 배포 가능.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
1. RAMP 프로그램 (Rapid Assessment & Migration Program)

ㆍRAMP는 명확한 프로세스 및 관련 도구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ㆍ마이그레이션 가이드 라인, 툴 세트, 교육 및 마이그레이션 비용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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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Mware on Google Cloud

ㆍ최근 VMware를 Google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인 Google Cloud
VMware Engine을 발표.

ㆍ애플리케이션을 재구성하거나 워크로드 관리 또는 실행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도,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에서
구글클라우드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가능.

3. SAP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ㆍGoogle Cloud는 SAP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분석하고, 광범위한 컴퓨팅 옵션을 통해 SAP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ㆍ대규모 SAP 구축을 위해 더 많은 SAP HANA 및 SAP NetWeaver 인증을 추가
- AP HANA OLAP : 6 테라 바이트 규모로 SAP 인증 받음.
- 새로운 SAP NetWeaver 인증을 발표 : AMD 기반 N2D VM 셰이프

4. Windows 기반 워크로드

ㆍ구글 클라우드는 기존 Windows Server, SQL Server, 닷넷 워크로드에 최적
ㆍ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수많은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 : 맞춤형 VM 셰이프, 자체 라이센스 활용(BYOL),
Windows 컨테이너 및 Anthos GKE, SQL Server 관리 등

ㆍGoogle Cloud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하면, 고객은 Windows Server 2008 인스턴스를 Windows Server
2012로 자동 업그레이드 가능.

네트워킹 및 보안 업데이트
1.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킹 서비스

ㆍGoogle Cloud CDN : On Prem 데이터센터 또는 타 클라우드의 콘텐츠 서비스를 지원
ㆍ서비스 연결에 인프라 중심이 아닌 응용 프로그램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 가능
- Private Service Connect : 네트워크 트래픽을 GCP상에서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GCP 또는 Salesforce 같은
타사 SaaS 애플리케이션에 연결.
- Service Directory : 서비스를 게시, 검색 및 연결 가능한 단일 창- 을 제공.

ㆍ계층적 방화벽 발표 : 조직 및 폴더 수준에서 방화벽 정책 제어를 허용
ㆍPacket Mirroring : 오버 헤드없이 모든 머신 유형과 리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 검사 할 수있는 서비스
ㆍCloud Armor(클라우드 아머) : GO 기반 액세스 제어, 사전 구성된 WAF 애플리케이션 보호 규칙, 사용자 정의 규칙
언어를 사용하여 계층별 필터링 정책 설정 가능

2. Cisco와의 파트너십

ㆍGoogle SD-WAN Cloud Hub with Google Cloud 발표
- Cisco 및 Google Cloud 기술 모두를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킹 솔루션
-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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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관리
1. Active Assist

ㆍML 자동화 및 인텔리전스를 사용, 클라우드 관리를보다 쉽고 스마트하게 만듬.
2. 패치 관리 (Patch Management)

ㆍ패치 컴플라이언스보고, 패치 배포(게스트 OS 패치 배포 자동화)등을 통해, 실행중인 VM을 결함과 취약점으로부터
보호.

베스핀글로벌 인사이트
새로 발표한 구글의 제품군과 VMware, SAP, 시스코 등과의 파트너십은 온프레미스와 가상화(VM) 환경의
워크로드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까르푸 스페인처럼 구글 클라우드와 SAP HANA 애플리케이션의 유연한 전환, 구글-시스코의 통합
패키지처럼 애플리케이션과 SD-WAN의 연결을 통해, SaaS-IaaS-Network 를 아우르는 업체들간의 기술
통합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광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통합 움직임은 더 확대될 것이다.

베스핀글로벌은 Google Cloud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며, Google Cloud의 프리미어 파트너이자,
국내 최초 Google Cloud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입니다. 베스핀글로벌에서는 클라우드 문의나 Google Cloud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사 항 ㅣ 베스핀글로벌 구글사업부 sales.google@bespinglobal.com 070-7931-9600
참고 웹사이트 ㅣ https://cloud.withgoogle.com/next/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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