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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anix Flow
가상 네트워크 환경의 시각화 | 보안 | 모니터링

솔루션 브리프

네트워크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기본입니다. 분산 서비스 및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시각화, 분석,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Nutanix Flow는 고급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네트워크 위협, 
멀웨어, 랜섬웨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중심 보호, 보안 및 규제 준수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Flow를 통해 기업들은 별도의 관리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요구되는 추가 제품을 
복잡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정의 가상 네트워크 보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Nutanix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및 Nutanix AHV 하이퍼바이저와 완전히 통합되는 
Nutanix Flow는 특정 네트워크 세그먼트(예: VLAN) 또는 IP 주소가 아닌 VM 및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정책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계 방화벽과 다릅니다. Prism의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해 VM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정책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변경 
관리 부담을 제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시각화
네트워크 정책을 올바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워크로드 동작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Nutanix Flow는 워크로드 분류 및 그룹화 지원과 함께 VM 간의 통신에 
대한 상세한 시각화를 제공하므로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제어 정책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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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점
• VM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네트워크 정책

•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 또는 
아키텍처에서 작업 가능

•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가시성

• VM 라이프사이클에 연결된 정책 변경 
관리

• 네트워크 보안 위협 확산 방지

• EUC/VDI 배포 환경에 IB 기반 보안 
추가

• 보안 상태 가시성 및 추적 대시보드

• HIPAA, PCI, NIST 등의 규제 준수 
감사 및 보고 규정

• 타사 네트워크 검사 및 정책 도구를 
사용한 기능 확장

리소스
• nutanix.com/kr/products/flow

• nutanix.com/kr/products/ahv

• nutanix.com/kr/products/security

네트워크 분리 및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기능은 가상 머신(VM) 또는 VM 그룹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티어 또는 다른 논리 경계 
간의 승인된 트래픽만 허용하며, 가상 환경 내에서 전파되는 지능형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ID 기반 네트워크 정책
Flow의 Identity Firewall은 EUC 또는 VDI 정책이 사용자 ID의 추가적인 콘텍스트를 
통합하도록 지원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가져온 그룹 및 역할 정보가 결합되어 더욱 
세밀하고 동적인 정책 모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삽입 및 체인화
Nutanix Flow 기능은 타사 소프트웨어의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VM 트래픽에서 인라인 또는 탭 모드로 삽입되며, 모든 
트래픽에 대해 쉽게 활성화되거나 특정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와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기능으로는 가상 방화벽, 로드 밸런서, 위협 탐지,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규제 준수 감사 및 보고
Flow의 Security Central은 Nutanix 인프라에 대한 보안 운영 포털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및 제어 기능과 동시에 HIPAA, PCI, NIST와 같은 범용적인 보안 및 규제 
준수 규정에 대해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는 감사 및 보고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맞춤화된 감사 
점검을 생성하여 특정 보안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PRICING AND AVAILABILITY
Nutanix Flow는 별도의 설치 소프트웨어 없어 Nutanix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으며 
AHV 가상화와 긴밀히 작동합니다. AHV와 함께 기능이 제공되며 AOS 에디션과는 별도로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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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서비스 삽입 및 체인화

네트워크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흐름에 대한 시각화

정책 기반 서비스 삽입 및 체인화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Flow Security Central: 규제 준수 감사 및 보고,  
보안 상태 및 상황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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