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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OStack Overview
 DCOStack : Data Center Operating Stack
 Concept : OpenStack 기반의 IaaS, PaaS 통합 자동화 솔루션
•

국내 최대 VM 운영 환경에서 검증

•

자동화 및 Orchestration Platform 제공

•

Open source 기반의 고성능, 안정성, 편의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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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OStack 영역
 Openstack 기반의 Private Cloud, Docker, Hybrid Cloud
 Software Defined Anything (SDN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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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OStack 특징
 이기종 Hypervisor, Docker, 물리 서버, AWS등 IaaS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
 모니터링, 환경 구성, 소프트웨어 배포 등 PaaS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
 운영 경험으로 개발된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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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COStack Physical View

ToR Switch

• 1개의 Rack 안에서 Cloud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
• 사용자의 Needs에 맞게 Size 조절 가능

Compute Cluster

• Management Cluster
 OpenStack Controller 2ea
 Legacy Storage 연동
☞ OpenStack Cinder driver 에 따라 기능 및
지원 여부 가능 (MPIO 지원여부 확인 필요)
 구성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
ex) Software LoadBalancer 추가
• Compute Cluster
 요구량에 맞게 수량 및 스펙 산정
 VM 100~1,000 까지 수용 가능
• Switch
 Leaf 기능
 xDVR 구성 시 BGP

Management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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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COStack Logical View
 기존 운영 환경에 신규 서비스 단위로 구성
 Rack 단위로 구성 확장 지원
기존 환경
Spine S/W

Leaf S/W

Spine S/W

Leaf S/W

External Network

신규 SDDC

MGMT Cluster

Mgmt Network

Tenant Network

CEPH Service Network
or Storage Network

CEPH Cluster

Enterprise Storage
Compute Cluster

CEPH Cluster Network

I. DCOStack 소개 및 특징

6. DCOStack 제품 구성
Feature

Foundation

Enterprise

Premier

상세 설명

DCOStack Portal

O

O

O

OpenStack 기반의 자체 개발 Dashboard 제공

Project Management

O

O

O

프로젝트기반의 통합 권한 관리
- LDAP 및 Active Directory 지원

Network

O
(OpenStack Native)

O
(자체 개발 xDVR)

O
(자체 개발 xDVR)

OpenStack 자체 LBaaS 포함

Firewall

O
(L2, L3 Packet Filter)

O
(L2, L3 Packet Filter)

O
(L2, L3 Packet Filter)

OpenStack 자체 FWaaS 포함

Cloud Engine

O

O

O

인스턴스 프로비저닝

Monitoring

O

O

O

Agent 기반의 Hypervisor, Guest OS 성능 및 상태 모니터링 제공
- Linux, Windows 지원

Configuration Tool

O
(Agent 기반)

O
(Agent + 실시간 트레킹, 시나
리오셋)

O
(Agent + 실시간 트레킹,
시나리오셋 + Hub)

Advanced Monitoring

X

O
(Agent + Script 기반)

O
(Agent + Script 기반 +
Hub)

Log Management

X

O
(Agent, Agentless 기반)

O
(Agent, Agentless 기반 +
Hub)

로그 검색 및 지표화 서비스

Build Management

X

X

O

소스 빌드 및 자동 배포 제공

Hybrid Cloud

X

X

O

Public Cloud 연동 제공

인스턴스 설정 자동화 서비스
- YAML, XML 기반의 Script 지원, Linux 및 Windows 지원

기본 모니터링 기능 + Script 제작 도구 및 Template 제공

* Hub : Custom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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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OStack - Self Portal
DCOStack Self Portal을 통해 사용자 인증, VM Provisioning, 모니터링 등 클라우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Self Portal 기반의 자동화 및 Orchestration

•

Openstack 기반의 Cloud 솔루션
 Multi Region, Farm Support
 다양한 Openstack Version Support

•

고성능의 Virtual Network
 OVS-DPDK를 사용하여 고성능
Virtual Network 구현 (최대 9M PPS)

•

xDVR
 OpenStack DVR의 한계 극복
 완벽하게 분산된 Virtual Router

•

직관적인 사용자 UI
 Openstack Horizon의 불편함을 개선
 관리자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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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Management – 프로젝트 관리
Project 기반의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소유자가 전체 프로젝트의 권한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권한관리 및 로깅

•

프로젝트 기반의 권한 관리
 관리자의 개입 없이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권한 관리

•

관리자를 위한 태그 기반 권한 관리
 다수의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태그 기반 관한 관리(DBA 등)

•

통합 권한 관리
 전체 솔루션에 공통으로 권한 관리

•

권한 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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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ject Management - Billing / Metering
프로젝트 단위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Billing 기능을 제공합니다.
Cloud 및 Datacenter의 사용중인 비용과 자산을 관리하여 통합 자산 관리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단위의 Billing(Metering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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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Conf – VM 설정 자동화
Instance의 설정 자동화로써 YAML 기반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IT 운영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M 설정 자동화 및 실시간 트레킹

•

Instance 설정 자동화
 Linux, Windows 지원
 Agent 기반으로 Instance의 배포,
유지 관리 지원

•

시나리오 기반
 해야할 일을 시나리오 단위로 구성
 여러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셋으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실행

•

YAML 기반의 Script
 사용이 간단한 YAML Script언어 지원
 많은 수의 Script 예제 지원

•

Real Time Tracking
 실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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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Mon - 모니터링
Project 단위로 Instance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관리자는 모든 Resource에 대한 모니터링 및Alert 관리를 통해 Quota 제한 및 Instance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

Agent 기반의 서버 모니터링 솔루션
 OS 성능 모니터링
 Real Time 모니터링 지원

•

Threshold Alerting
 Policy (다중 Threshold)기반 Alerting
 메일, SMS Notification 지원

•

사용자 정의 모니터링
 사용자 정의 Script 지원
 OS, Application 성능 모니터링 지원

•

직관 적인 사용자 UI
 다중 Instance의 Item을 하나의
Chart로 비교

•

Scale-Out을 위한 구조
• Time Series NoSQ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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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Mon – 리소스 제한 및 알람
eBay 개발조직
Quota
제한 및 AD
Threshold
연동 지원
Alerting

•

관리자가 Project Quota 제한
 특정 부서에게 Baremetal을 제공하
여 Resource 관리

•

Alert
 사용기간 만료 전 Alert 기능 제공
 메일, SMS Notification

•

Threshold Alerting
 Policy (다중 Threshold)기반 Alerting
 사용자 정의 Alert Policy 지원

•

Threshold Condition
 CPU Usage Total
 Memory Usage Ratio
 Disk Capacity Usage Ratio
 Disk IO Read/Write
 Network Traffic in/out
 Network PPS in/out

Quota 제한

Threshold
Ale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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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Log – 로그 수집 및 분석
eBay 개발조직
Quota
제한 및 AD
Alert
연동
기능
지원

•

통합 로그 수집
 Agent 기반의 OS, Application 로그
수집
 SNMP 지원

•

빠른 로그 검색, 확장
 Elastic Search를 사용하여 빠른 검색
 Data Store의 Scale-out 지원

•

이벤트 모니터링
 로그 기반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다양한 Notification 지원

•

로그 기반 Metric 구성
 로그를 기반으로 지표화, Chart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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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xDeploy – 소스 빌드 및 배포
DCOStack Deploy Management을 사용하여 기존 업무 Process 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여 업무 Process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 산출물의 소스, 빌드, 배포 관리를 제공합니다.

자동화 (업무 Process의 표준화 및 간소화)
Workflow

DCOStack

점검 계획

Planner

서비스 다운

서비스 다운

(Application Manager)

인프라 점검

인프라 점검

Conf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Conf/Build/Deploy

서비스 테스트

서비스 테스트

Planner
(Pause)

서비스 시작

서비스 시작

(Application Manager)

Deploy

Deploy

점검 계획

DCOStack
시스템

서비스 테스트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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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Planner – Workflow 자동화
DCOStack Planner를 사용하면, 기존의 서비스 업무를 Workflow로 정의하여 서비스의 시작부터 운영 및 모니터링 및 서비스 종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
하며 대규모의 서비스 운영 및 신규 서비스 적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표준화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능 제공(Planner기반의 Cloud 및 Datacenter 레벨의 통합 관리)
AS-IS

TO-BE

DCOStack

서비스 확장

Mon

문제 관리
서비스 시작

LOG

효율 관리

서비스 점검

문제 관리

효율 관리

알림/통보/이
력 관리

Asset/Meter

보안 관리

서비스 확장
Planner

서비스 종료

서비스 축소

서비스 축소

서비스 종료

서비스 시작

DCOStack
시스템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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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 예시 – DCOStack xConf 를 사용한 VM 설정 자동화 #1
자동화 기능 (시나리오)
 개발된 Application의 신속한 테스트를 위하여 Application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framework 및 서비스들을
YAML 기반의 자동화 기능을 통하여 신속한 Provisioning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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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 예시 - DCOStack xConf 를 사용한 VM 설정 자동화 #2
자동화 기능 (시나리오셋)
 단일 서비스 외에도 복수개의 서비스들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정의하면, Workflow 기반의 자동화를 지원하여
대규모 Application 테스트 및 운영 자동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셋

Application

•

사용예시 1 – Compliance Check
Compliance Check를 위해 전체 명령어를 시나리오 셋으로 정의하면,
SYSTEM 관리자가 손쉽게 SYSTEM 업무에 대한 운영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

사용예시 2 – Application 설치 및 OS 설정 자동화
IDC 인프라 관리자가, 서버 설치를 위해 Application 및 OS 설정을 시나리오 셋으로 정의하면,
대량의 서버를 손쉽게 설정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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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 예시 - xPlanner 를 사용한 서비스 자동화
DCOStack Planner를 이용하면, 스케쥴러를 이용하여 개발자 원하는 특정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Provisioning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Application 레벨 뿐만 아니라 IaaS, PaaS 전체의 자동화 및 스케쥴 관리를 지원하며 Cloud 및 Datacenter 전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화 기능 제공(Planner기반)
Planner

Planning

•
•
•
•

Instance Type, Spec, OS, 수량 정의
Network 구성 정의
설치할 Application 및 설정 정의
빌드 버전/배포 정의

Deploy

자동화
Conf
• OS 환경 설정
• Application 설치, 환경
설정

Build
• Source Build (Jenkins
Based)
• Binary Repository

Network
• L3, L4 Layer Network
구성

Depoly
• Binary Deploy
• Application 구동
• Service Running

Cloud
• Instance 생성
• Virtual Network 생성
• Virtual Router 구성

Mon, Log
• 성능 모니터링
• 로그 기반 이벤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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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 예시 - VMware 연동 및 통합 관리
DCOStack 하나의 Portal 을 통해 ESX Host cluster와 연동하여 VMWare 도 함께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VMWare 통합 관리

통합 관리
OpenStack Compute Scheduler

DCOStack Portal

OpenStack
Image
Service

Cluster1

Cluster2

Cluster3

Nova-compute

Nova-compute

Nova-compute

vCenter

Image
Service
Storage

사용자

ESX
ESX
ESX
Cluster1

vSphere

ESX
ESX
ESX
Cluster2
Shared
Datastore

ESX
ESX
ESX
Cluster3

Advanced
Feature support
 vMotion
 HA
 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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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source 통합 운영 서비스 소개
Opensource 통합 운영 서비스의 필요성
•

현재의 서비스별, Product 운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H/W까지 포함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운영 서비스

통합 운영 서비스

Linux
Consulting

고객사

Windows

PM
Opensource

고객사

Solution
Storage

Linux
DELL Server
DELL
Server

Storage
HP Server

Opensource

Windows
HP Server
Solution

Consulting

 Product별 운영 객체가 다름
 업체 관리, 계약관리, Opensource 전문성 및
가용성 관리의 어려움 증대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이며,
Opensource 가용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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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source 통합 운영 서비스 - 상세
Opensource 통합 운영 서비스 - 운영 부문

단일 서비스 창구

•

전문 PM 서비스

하나의 전문회사가 Opensource 및
H/W 통합 운영 지원

•

운영 창구 및 책임 일원화

•

일관적인 운영 지원 체계 지원

•

IDC 및 Opensource에 최적화된
전문 PM 지원

•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가능

통합운영 보고서

• 운영 대상 인프라에 대한
통합 보고서 작성

• 유지 보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 가능

단일 서비스 창구와 함께 전문 PM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에 특화된 최적의 운영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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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source 통합 운영 서비스 - 상세
Opensource 통합 운영 서비스 – 기술지원 부문

체계적인 기술 지원

•

IDC 업무 유경험 엔지니어 지원

•

장애 Level 별 체계적인 지원

•

고객사 전담 엔지니어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위한

교육 서비스

•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 제공

•

기술내재화를 위한 선진 사례 및 최적

성능 개선 및 최적화 컨설팅 지원

•

운영에 필요한 추가 솔루션 제안

화 교육 제공

체계적인 기술지원 방안, 그리고 전문 컨설팅 및 최적의 교육서비스로
기술내재화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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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ensource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방안
A. OpenStack 및 Ceph 운영 서비스
•

엠토스는 Openstack 및 Ceph 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확장, 기능 추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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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ensource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방안
B. OpenStack 및 Ceph 컨설팅 서비스
•

엠토스는 OpenStack new feature 및 신규 인프라 구성을 위한 SDN 테스트 지원, 성능튜닝 방안,
Hybrid Cloud 연동 등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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