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I 기반의 Unix to Linux 전환 사례

공공기관 Private Cloud 운영 혁신

공공 기관에서도 더 이상 클라우드 전환 여부를 고민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데이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입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S 기관 또한 기존의 노후화된 고비용 

Unix 시스템으로 IT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S 기관은 기존 시스템 환경 그대로 가상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관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구현 여부와 시스템 영향 최소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Unix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시 기존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x86  

환경으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환에 따른 모든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코드의 검증과 튜닝을 통해  

성공적으로 Unix to Linux (U2L) 작업을 완료하고, 모든 업무환경을 완벽하게  

Private Cloud 환경으로 이관하였으며, 그 결과 성능 향상, 자원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CAPEX 및 OPEX 절감 등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객의 당면과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해 즉각적인 인프라 환경  
제공 불가

  노후화되고 Silo화된  
시스템에서 자원 불균형 문제 

  Unix 기반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

  Unix 시스템 Lock-In 이슈

  유연한 인프라 구성필요

  향후 클라우드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필요

  정기 재해복구 훈련시 인력 및 
준비시간 증가

주센터 DR 센터

신규 10G 네트워크

운영 N/W

신규 VxRail  
7노드와
기존 3노드 
무중단 증설

신규 10G 네트워크

DMZ 망

신규 VxRail  
3노드 

All Flash(DMZ)

신규 10G 네트워크 신규 10G 네트워크

DR 망

신규 VxRail  
3노드 

All Flash(DMZ)

vCenter
통합관리

RP4VM
동기/비동기 복제 수행
원하는 시점복구 (CDP)

신규 10G 네트워크 신규 10G 네트워크

도입 솔루션

EAI

LADP

기타

개발

WAS

WEB

운영 복제

인텔®



방문 상담,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Dell Technologies 영업 대표에게 연락하시거나 
좌측의 QR코드 또는 하단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텔, 인텔 로고, 제온 및 Xeon Inside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텔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https://bit.ly/2SNdx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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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S 기관은 Privat Cloud 기반의 운영환경 구축을 통하여 통합되고 고도화된 시스템 운영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즉각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 했으며 이와 같은 성공적인 U2L 사례를 통해 고객은 Digital Transformation의 로드맵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 

Dell Technologies가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입 장비

VM

VxRail E560F 14 Nodes 
(운영 7, DR 4, DMZ 3)

RecoverPoint For VM을 통한 
DR 환경 시점 복구환경 구성

ISILON Edge를 통한  
Software De�ne Scale-Out NAS 제공

Source 인프라
Target 인프라 설치 및 구성

■ 가상화 인프라(HCI 시스템)  /  ■ 물리 인프라(x86 시스템)

기존 Unix 시스템 신규 Linux 시스템

> U2L Migration 진행
    ■ Manual Migration

> Linux/Windows 
   Migration 진행
    ■ P2V Migration

병렬적 Migration 수행

도입 효과

고비용 저효율의 Unix 시스템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x86 기반의 
운영 환경으로 안정적인 전환

통합된 시스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가능

신뢰성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안정성 강화

즉각적인 시스템 인프라  
자원 배치로  

업무 민첩성 강화

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