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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클라우드 플랫폼) 공급 및 컨설팅
- VMware 클라우드 인프라 컨설팅 및 공급 : vSphere, vCloud Suite, vRealize Suite 등

PaaS(Docker / 컨테이너)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 맨텍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통합 관리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 Accordion

HPC(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주식회사 이루인포는 클라우드와 소프트
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컨설팅,
구축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가상화 시장 초창기
인 2004년에 설립하여 약 15여 년 간
국내 최고의 가상화 전문 기업으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
화를 넘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클라우
드까지, 앞선 기술로 고객의 더 나은 비
즈니스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 VMware 네트워크 가상화 컨설팅 및 공급 : NSX

인프라 고가용성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 맨텍 이중화 솔루션 : MCCS
- Veeam 가상화 백업 & 복제 : Veeam Backup & Replication

IT 운영 관리 자동화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 맨텍 IT 시스템 자동화 컨설팅 및 공급 : MDRM
- VMware 인프라 운영 관리 컨설팅 및 공급 : vRealize Suite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공급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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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네티스 기반
Docker 컨테이너

클라우드 플랫폼

vCloud / vRealize
vSphere / vSAN

백업 &
서비스 이중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VMware vCloud Suite, vSphere / Tidal Scale
NSX

VMware vSAN

VMware NSX

IT 운영/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 정의
클라우드
컨설팅

Veeam Backup & Replication / 맨텍 MCCS

VMware vRealize / 맨텍 MDRM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
라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Active-Active
Site Cloud 연동

최근 IT 트랜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oftware Defined
Data Center, SDDC)로 변화함에 맞춰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환경에 알맞은
최상의 가상화 Tota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넓은 클라우드ㆍSDDC를 위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루인포는 VMware 의 최상위 파트너
레벨인 Premier Solution Provider로
VMware 솔루션 분야의 영업력, 기술력,
매출 등 모든 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
고 있으며, 다수의 VMware 최고 파트
너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정된 파트너들에게만 인정되는
VMware 전문 기술 서비스 자격을 국내
에서 유일하게 2개 분야에서 취득하였습
니다. 또한, Dell EMC의 Tier 1 파트너,
맨 텍 Gold-Partner 및 Veeam Pro
Partner 등 다양한 벤더의 전략적 파트
너입니다.

OUR COMPETITIVENESS

VMware 솔루션 제공의
프론티어 역할 수행

국내 다수의
VMware 클라우드 / 가상화 고객 보유

국내 첫 금융권 클라우드 구축 !!

클라우드 & HCI 고객사 다수 보유

국내 첫 통합 SDDC 플랫폼 구축!!

(신한은행, 이베이코리아, 에스원, LS글로벌 등)

(금융권 스타트업 고객)

업계 최대 금융권 및 국내 포털 고객사 다수 보유
(신한은행, IBK, 농협, 네이버, 다음 등)

전문 기술 서비스 파트너,
VMware Master Services Partner
네트워크 가상화 부문 최고의 자격인
VCAP, VCIX-NV 보유 컨설턴트
VMware 공식 인증 자격인 VCP 자격증
엔지니어팀 전원 보유

엘살바도르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