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xt Normal’
국내 유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험 공간

DX(Digital Transformation) 센터에 초대합니다

We Connect What’s Now To What’s Next!

DX센터 이용안내

DX센터에서는 기존 레거시과 최신 디지털이 공존하는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최신 IT 기술 적용
고객을 위한
디지털 경험 확장

단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요소와 업무

DX센터 시즌2

업그레이드된 DX센터 시즌 2에서는 SDDC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의 통합운영과 자동화 구현은 물론, AI/ML 적용

프로세스 변화까지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DX센터에서는 데이터센터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최신 IT 솔루션 및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으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을 위한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컨테이너, PaaS, MSA를 위한 모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 새로운 조직과 업무,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클라우드 운영자와 디지털 개발자 모두를 위해 데이터센터 현대화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동시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 효율 뿐아니라 개발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 시킬 수 있으
며, 현업 부서에서의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빠른 개발 환경을 공급하면서도 기존 인프라와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데모 시연 등 커리큘럼 구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영업대표 혹은 당사 홈페이지 문의사항에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T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동화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제대로 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브옵스(DevOps),
데이터옵스(DataOps)
환경 구현

시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DX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빌딩 5층)

프로그램 아래 교육 내용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거나, 맞춤형 구성도 가능합니다.

급변하는 IT의 흐름에 정확히 맞서려면 차세대 아키텍처 설계부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컨테이너 등
새로운 데이터 워크로드로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 최적화

장소

01

디지털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SDDC 기반 클라우드

03

비정형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 및
처리와 분석을 위한
인프라

05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블록체인
인프라 설계 및
관리 환경 구축

- 차세대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 플랫폼 카탈로그를 통한
서비스 배포 자동화
- 물리 · 가상 단일관리 및 AI기반
성능 · 용량 · 비용 최적화
- 오브젝트 플랫폼의 필요성
- 오브젝트 플랫폼의 아키텍처 및 특징
- Demo 시연
: 대규모 파일 운영환경에서
효과적인 파일관리
: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파일 공유

- 하이퍼레저 패브릭 개론
- 엔터프라이즈 IT에서의
블록체인 현주소 진단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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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발 환경 및
프로세스 자동화

- 개발 인프라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 개발 환경를 위한 Time To Solution
(환경 · APP · 데이터) 방안
- 개발 업무 파이프라인 자동화
(DevOps, Data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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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플랫폼 형태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 및
통합 인프라의 필요성
- Pentaho 특징 및 기대효과
- 산업분야별 분석 데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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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 OpenShift 소개와 이를 활용한
PaaS 설계 및 구축
- DevOps 구현 방안
- 활용 사례 소개

단일 플랫폼에 기반한
빅데이터 통합 및
분석 환경 구축

시장환경 변화에
기업의 민첩한
대응을 위한
PaaS 구축 및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