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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네트워킹

• Nutanix Enterprise Cloud 포함

• 강력한 시각화, 정책,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

•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는 직관적이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

• 원-클릭의 단순성

Server Data Protection Storage

AHV

Prism

Flow

포괄적인 가시성, 보안 및 자동화



Flow: Overview

물리적 네트워크 (VLANs/Subnets)
VLAN 10 VLAN 11 VLAN 12

Web App DB

기존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작동
1

별도 추가 설치 없이 라이선스 활성화를
통해 사용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 기반의 VM 그룹화
(물리적 인프라, VLAN, 서브넷과 독립적)

3

웹, 애플리케이션 및 DB에 대한 정책 정의
그룹의 모든 기존 VM 과 새 VM 에 자동
적용되는 정책은 각 노드의 로컬 적용을
위해 Push됨

4

중앙 관리, 운영, 거버넌스

5

HTTP  80, 443 Allow 8890 Allow 1521

Prism

2





전통적인 격리 환경 구성

기반의

• VLAN/PVLAN 사용하여 분리

• VLAN은 라우팅 가능

• 대역내 방지 방안 없음

• VLAN은 보안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 안전하지 않음, 수동!

• VLAN에 영역 할당

• 영역 간 및 영역 내 정책 생성

• 모든 앱/모든 배포에 대해 반복 설정

• VLAN 내 측면 이동

• 복잡하고, 비싸고, 느리다!



격리 환경 구성

App Policy App Policy App Policy App Policy

Environment Isolation Policy

HR Apps IT Apps Finance Apps Sales Apps

Prism Flow

• 환경에 따른 식별

• 환경을 위한 격리 정책 정의

• 인바운드에 대한 최소 권한 트래픽 허용 안 됨

• 을 로 설정하면 격리 정책 적용



전통적인 세그멘테이션

Three Tier App

공통

• 각 앱 계층에 할당

• 각 앱/앱 계층에 대한 정책 작성

• 에 대한 트래픽 통로 연결(지연)

• 내 측면 이동

•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고, 확장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

Category: Shared Apps

AD, DNS, Logs

Policies
✅IN: Web, App, DB
❌OUT: None

❌ ❌

Policies
✅IN: Any HTTP/S
✅OUT: App

Apache, NGINX

AppType: MyApp, AppTier: Web

❌ ❌

AppType: MyApp, AppTier: App

Django, Rails, Python

Policies
✅IN: Web
✅OUT: DB 
✅OUT: Shared Apps 

✅ ✅

AppType: MyApp, AppTier: DB

mysql, MS SQL

Policies
✅IN: App
✅OUT: Shared Apps

✅ ✅

• VM 식별 (3 Tier App and Services) –
모든 VLAN/클러스터/호스트

• 카테고리 할당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정책 정의

• 인프라 계층 정책 정의

• Flow 를 통한 보안



보안 – 전통적인 방식

• 각 데스크톱 풀에 VLAN 할당

• 부서별 FW 정책 작성

• 측면 이동 방지 없음

•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고, 확장할 수
없습니다!



보안 기반 방화벽

• 를 디렉터리 서비스와 통합

• 카테고리에 데스크톱 식별 및 할당

• 사용자/부서 기반

• 그룹 기반의 자동화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정책 정의

• 인바운드 – Allow HDX, 클라이언트

• 아웃바운드 – AD, 인터넷

• 계층내 정책 정의

• Malware 확산 방지

디렉토리 서비스

F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