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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클라우드는 표준화 컴포넌트를 통해 이질적이고 복잡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기업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합니다. 

나무기술 (www.namutech.co.kr)은 2001년 11월 11일 창립하여 가상화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해온 회사로 많은 
구축 실적과 특허를 보유한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나무기술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칵테일 클라우드’와 가상화 솔루션 ‘NCC (Namu Cloud Center)’를 포함해 시트릭스 (Citrix), 델 EMC (Dell EMC),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나무기술은 다수의 망분리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며 
가상화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칵테일을 필두로 국내 클라우드 공공시장 및 대기업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인프라 재판매 및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도 활용됩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사내, 데이터 센터 Bare Metal 인프라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운영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복잡한 하이브리드 인프라의 통합관리와 개발과 운영 효율화를 제공합니다.  

표준화 관리 컴포넌트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서비스, 클러스터, 서버, 클라우드    

    컴포넌트를 통해 관리 대상 표준화

•이질적이고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리소스의 통합관리 

    통합 계정, 자원, 비용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기업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의 핵심 자원

•칵테일 클러스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가용성과 확장성    

    강화

•칵테일 DevOps View를 통한 개발/운영 업무 효율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플랫폼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재 판매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CSB용 플랫폼을 칵테일 클라우드로 구축, 운영  

•SaaS를 위한 멀티테넌시와 빌링 시스템 제공

•큰 규모의 기업의 경우 계열사 클라우드 제공 및 관리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와 협력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인프라를 클라우드화 하여 제공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칵테일 클라우드 컴포넌트(PaaS)

물리 인프라의 클라우드화

•사내, 데이터 센터의 Bare Metal 인프라에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

 

   (별도 가상화를 위한 플랫폼 불필요)

•가용성, 스케일링 등 확장성 제공

•기존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와 통합 관리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개발/운영 효율화

Bare Metal

클라우드 화

Raw Compute Network Storage

연결 /
보안

클라우드

통합 관리

클라우드 통합 관리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제공 (SaaS)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ReSale, 통합 빌링)

데이터 센터

개발/운영

효율화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Raw Compute Network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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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나무기술

BUILD YOUR 
OWN CLOUD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나무기술

회사 개요 

회사 연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USE CASE

파트너

주요 고객사

주요사업

•크라우드 플랫폼
     

•가상화 (VM)

•NCC S/W
    (NamuCloudCenter)
 

•CSB & Container Platform 

•Google Cloud

•IT인프라 – Dell  

나무기술 주식회사

•2001년 11월 설립

•직원수 130명 

•해외 2개국에 진출
     - 일본 및 중국  
 

•자회사 (아스펜스, 아콘 
     소프트) 및 R&D Center   

주요고객군

•제조 (TOP 100기업)

•공공

•금융

•게임사

•학교

조직도

•대표이사실

•경영 지원실

•영업 1,2,3본부

•기술본부

•Cloud 서비스 본부

•기술연구소

•일본법인

•중국법인

•아스펜스 (PLM, GICT)

•아콘 소프트 (Container 

     based Cloud Platform) 

•나무정보통신 설립

•한국후지쯔 공인 파트너

•DataDomain사 파트너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파트너

•Citrix 파트너

•WYSE (ThinClient) 총판

•삼성SDS 파트너

•Dell 파트너

•사명변경 (나무기술 주식회사)

•기술보증기금 우량기업 선정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Dassault Systems 파트너

•삼성전자 공식 납품업체 등록

•Oracle CGBU 파트너

•NCC (Namu Cloud Center) 개발

•Citrix 플래티넘 파트너

•PureStorage 파트너

•Microsoft 파트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2011년)

•신용보증기금 경영혁신 기업 지정

•ISO 인증 (9001,14001)

•일본법인 설립 (2010년)

•중국법인 설립 (2012년)

•부산지사 개소 (2013년)

•사옥이전 (판교 테크노밸리)

•NCC 제품 개발 및 판매 개시 

•Cocktail 제품 개발 

•코넥스 상장 

2001 ~ 2004 2005 ~ 2009 2010 ~ 2017



ENTERPRISE CLOUD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IT전략을 구현한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맞춤화, 최적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TERPRISE CLOUD 도전 과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위해 최적의 클라우드 기술 및 인프라 적용과  통합관리, 
개발/운영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ENTERPRISE CLOUD 구성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적합한 클라우드 도입과 가용성/확장성을 위한 최적화,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체계로 구성되며, 기업 비즈니스 전략 구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칵테일 클라우드(COCKTAIL CLOUD) 
칵테일 클라우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가용성/확장성, 클라우드 통합 관리, 개발/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구축/운영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구축/운영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가용성과 확장성

•가용성과 확장성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이며, 다양한 기술과 공급자를 통해 확보 가능

•단,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인프라 만으로 가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최적화가 중요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Multi/Hybrid Cloud)

•단계적 도입, 보안, 기술, 비용을 고려 단일 보다는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 일반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및 기술의 선택이 유연해야 함

•이를 위해 복잡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관리가 필요 

개발과 운영의 효율화

•최근 들어, 시장 및 고객 요구의 빠르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중요

•클라우드의 자동화(API), 셀프서비스등의 특징은 개발/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기업에 적합한 방법론 및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체계의 보완 및 확장 필요

어플리케이션 배포(Deployment)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의 배포로 별도 설정과 구성 작업이  

    필요 없는 용이성을 제공 

복제(Replication Control)

•어플리케이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초기 지정한  

    복제 수 (다중화)를 유지

롤링 업데이트(Rolling Update)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중단 없이 배포, 인프라 변경 등의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스케일링(Scaling)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스턴스의 스케일링

모니터링(Monitoring)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컨테이너 + 인프라) 모니터링

•임계치 설정을 통한 알람 발생 및 관리

Build Your Own Cloud

비즈니스와 IT 전략을 구현한 기업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심

기업 고유의 클라우드로 맞춤화, 최적화가 중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내, 데이터센터

효율화

어플리케이션 배포

칵테일 
클러스터

모니터링 DB

모니터링

 이미지 저장소
이미지

생성/배포

업데이트 이미지
롤링 업데이트

스케일링복제

.....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가용성/확장성 통합 관리

칵테일 클라우드 주요기능 및 특징

오케스트레이션은 어플리케이션의 배포와 가용성, 확장성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칵테일 클러스터의 핵심 기능 미터링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의 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뷰

멀티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개발/운영

개발/운영

개발/운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칵테일 클라우드 구성
칵테일 클라우드는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확장성을 보장하고 개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뷰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현황 이미지 저장소

모니터링 DB

통합 구성 DB

클라우드 현황

비용/예산 관리

비용 최적화 분석

통계/리포트

전사 현황 관리/분석
Cocktail Dashboard

DB/저장소
DB/Registry

개발/운영
DevOps View

클러스터 맵 / 리소스 관리 / 모니터링 뷰 / 

미터링 / 작업 관리

어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Cocktail Cluster

배포 / 복제 / 스케일링 / 롤링업데이트 / 

모니터링

배포 / 복제 / 스케일링 / 롤링업데이트 / 모니터링 배포 / 복제 / 스케일링 / 롤링업데이트 / 모니터링

서비스 현황

•칵테일 클라우드의 전체 서비스 현황 조회

•서비스 내 클러스터의 구성 현황을 종합 

모니터링 알람 표시

•클러스터 내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에서 알람이 발생한   

    경우, 클러스터 카드에서 확인

클러스터 맵

•클러스터의 서버와 클라우드 컴포넌트 구성을 맵 형태로   

    조회/관리 하여 구성 정보의 가시성을 높임 

•칵테일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  

    단위로 로드 벨런싱,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인프라로  

    구성되며,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서버 내 어플리케이션 상태와 복제, 자원 사용량 확인하고   

    스케일링,롤링업데이트 등 관리 수행

서비스 현황은 칵테일 클라우드의 전체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현황을 서비스 중심으로 파악할수 있는 뷰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 프라이빗 클라우드 / 

사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통합
Cloud Integration

클라우드 프로비져닝 / 클라우드 동기화

어플리케이션
Cocktail Server

멀티 테넌트 /

싱글 테넌트 / PaaS

서비스 관리
Service 
Management

통합 계정 관리 / 네트워크 관리 / 

사용자 관리

클러스터 맵 / 리소스 관리 / 모니터링 뷰 / 미터링 / 작업 관리

클러스터 인프라 사용 비용

•미터링은 클러스터와 칵테일 서버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리소스의 비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뷰

•전월, 현재월 비용 정보와 익월 추정 비용을 제공

•월별로 비용 증감 추이 그래프를 제공

서버, 리소스 별 비용

•칵테일 서버 별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리소스 비용을  

    TOP을 기준으로 제공

•클라우드 리소스 종류 별로 사용하는 비용을 TOP을  

    기준으로 제공

비용/예산관리, 최적화 분석

•전사 클라우드 비용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별 예산  

    할당/통제와 최적화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리소스 비용  

    효율화를 할수 있는 정보 제공 

Application Orchestration DevOps Cloud Management

• 멀티/하이브리드 클러스터프로비져닝

•어플리케이션 배포, 스케쥴링,   

    롤링 업데이트, 오토 스케일링
•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합 구성(IaaS, PaaS)

• 서비스 중심 관리 

• 개발, 운영팀의 공통 뷰 제공 

• 배포 및 운영 자동화 

• 모니터링 (컨테이너, 인프라)

•표준 컴포넌트 중심의 통합관리   

    (서버, 클러스터 등)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량 및 비용 관리

• 통계 및 분석을 위한 전사 대시보드 제공

어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미터링

서비스 현황

비즈니스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