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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유출은 자국의 기술 우의 확보를 위해 합법·비합법을 불문하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들이 모두 외국 경쟁업체로 유출돼 동종·유사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이로인한 수출 감소와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연평균 50조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etra-SCloud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제 개인 디바이스의 CPU, 
                     Memory, Graphic 자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데이터는 중앙의 스
토리지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엔드 포
인트의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용자 
환경의 변화 및 체감 성능의 하락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는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Tetra S-Cloud 는?
                            Desktop의 추가 설치        
                            시 에도 최소한의 세팅
만으로 가능하며, Thin/Zero Client로의 
전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
이 기존의 Clinet를 사용함으로써 생산
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생산성 유지
                       개인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에는 데이터를 보관할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데이터 유출을 차
단하고, 조직에서 허용된 OS 및 애플리
케이션만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통해 부
팅, 사용, 운영 됨으로써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엔드 포인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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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Green IT 기능

통계 및 Green IT 기능

기기의 부팅, 로그온 등 클라이언트
에 관련된 통계를 자동 수집하여 통
계 정보로 표시하거나, CSV 내보내
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제
어를 통해 소비전력을 낮추는 절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 디바이스나 CD 등의 외부 디바
이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 별로 [읽기/쓰기 금지], 
[쓰기 금지], [읽기/쓰기 가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ad Cache 를 통한 빠른 부팅

로드 밸런스를 통한 최적화

ServerRAM Cache 기능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디스크 
I/O 를 클라이언트 HDD에 Cache
로 두고 이후 재사용하는 구조가 표
준탑재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디스크에 ReadCache
를 저장하는 것 외에 서버 RAM 에도 
캐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 60대 동시 부팅 시
   부팅까지 42초

여러 대의 스토리지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 로드 밸런스 서버를 통해 부하 
분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체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배포 관리

BootCache 기능
일반적인 네트워크 부팅 제품의 
Cache기능은 OS 부팅 시 커널이 
로드되고 Cache용 드라이버가 읽
혀지고 난 후에 유효해 집니다. 
Tetra-SCloud에서는 이 부분의 처
리를 연구하여 부팅 시 필요한 데이
터도 부트 캐시로 축적하여 두번째 
이후 부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 부팅 시 처리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끝난 MIS 디스크는 [배
포]만 하면 언제든 SIS 디스크로 변
환할 수 있습니다. SIS는 여러 세대 
관리가 가능하며 운용 중에 배포도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Image 관리 프로세스
Tetra-SCloud 에서는 클라이언트 
이미지를

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클라이언
트가 사용 중이더라도 이미지 업데이
트 작업이 가능 합니다.

-업데이트용 디스크 이미지 
  (Master Image Storage : MIS)
-네트워크 부팅용 디스크 이미지
  (Service Image Storage : SIS)
-로컬 부팅용 디스크 이미지 
  (Lease Image Storage : LIS)

보안 정책에 따른 이미지 사용 정책
을 지원함으로써, 관리 용이성, 사용 
편의성 및 최적화된 전사 차원의 자
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통합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

Tetra-SCloud
Tetra-SCloud for end-point security sloution



Tetra-SCloud VDI

솔루션 구동환경
기존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며, OS 및 애플리케
이션 이미지를 중앙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하여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사용.(로컬 부팅모드 동시 지원)

가상 클라이언트를 서버 상에서 가상화해 서버 자원을
할당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전용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해 사용
제품군 Tetra-SCloud Citrix Xen Desktop, VMware

Client 성능 기존 Client 환경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체감 성능 
하락을 사전에 방지함.

하드웨어적으로 高 사양이 요구되는 업무에 사용이 
어려움

S/W 사용 호환성 기존 클라이언트와 같은 환경 일반적인 사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 높음
가상화 서버 필요 용량 낮음 매우 높음

구축 비용 VDI 대비 이하(All Flash Storage 사용 시 동일) 매우 높음
구축 기간 단기간 장기간

클라이언트 기존 Desktop  사용 전용 Client 필요(Thin/Zero Client)
클라이언트 성능 기존 Desktop과 성능 동일 매우 낮음

추가 라이선스 기존 OS이외의 별도의 라이선스 필요 없음
(Windows 7 Pro 이상) 별도의 VDA 라이선스 추가 비용 발생 (또는 EA계약)

복잡성 단순한 구성 가상화를 위한 서버, 서버 성능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보강, 운영 설비, 인력 증가 등의 복잡성 증가

소프트웨어 Tetra-SCloud VDI
가상화 S/W O O

VDA 라이선스 X O (or EA contract)
Windows 접속 라이선스 X O (or EA contract)

하드웨어 Tetra-SCloud VDI
관리서버 O (2식), 16core, 64GB memory, 240GB SSD*2 O (2식), 16core, 64GB memory, 300GB HDD*2
스토리지 O (1식) O (1식)
운영서버 X O (3~5식), VM당 2CPU, 4GB memory, 300GB HDD*2

원격 Gateway X O (1식)

** 서버 H/W 사양 : Office 100 User 환경, 운영서버는 서버 당 40User 할당 기준.
***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서버 용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축비용 비교3

특징 비교2

Tetra-SCloud 시스템 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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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버는 서비스 프로그램
으로 제공되며 1대의 서버 
장비로 구성이 가능하므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습니다.

여러 대의 서버 장비로 구성하여 대규모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산하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일괄관리가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
1. Control Server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서버로
모든 서버들을 관리

2. Container Server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전달, 세션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이미지 저장

3. Load Balance Server
시스템 전체의 부하분산을 담당하는 서버

5. DB Server
시스템 설정 및 클라이언트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4. TFTP/DHCP Server
PXE 부팅을 위한 서버

6. Statistics Server
시스템의 이용통계를 관리 하는 서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