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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EXPRESSCLUSTER X 4.1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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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C HA 클러스터 제품 소개 
 

NEC HA(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 
 

NEC HA 클러스터 = 高가용성(High Availability) IT 시스템 

업무 중단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애에 대한 업무 및 서비스의 보호 
 

▶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OS, 애플리케이션의 이중화 구성 

▶ 장애 발생 감시 및 업무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 장애 발생 서버에서 정상 서버로 업무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페일오버 

 
NEC EXPRESSCLUSTER X는 HA 클러스터로써, 高가용성 시스템을 구현하는 HA(High Availability) 솔루션입니다. 

 

 

高가용성 시스템은 필수 구성 요소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시대의 IT 시스템 

▶▶▶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 

 

▶ 비즈니스의 IT화가 활발해지고, 시스템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가용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 

▶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의 복잡화 

▶ 예상치 못한 IT 시스템의 장애는 비즈니스 기회의 상실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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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HA 클러스터 솔루션의 역할 
 

EXPRESSCLUSTER X는 하드웨어 + 데이터 + 애플리케이션을 보호 

 

HA/DR Solution은 광범위한 장애를 신속히 처리하여, 높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 

 
 

(2) NEC EXPRESSCLUSTER 시장 점유율 
 

18년 연속 일본 Windows-Linux HA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No.1 
 

일본 시장 점유율 35.7% 단독 No.1! V18 달성! 2위 이하와 매우 큰 격차! 

 

(일본 시장) 2018년 통합 매출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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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2018년 OS별 매출 No. 1 

 
 

 

NEC HA 클러스터 소프트웨어의 아시아 및 일본 시장 점유율 
 

No.1 Market Share for ACS(Availability and Clustering Software) in Asia Pacific 

Region for 8 Years in a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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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EXPRESSCLUSTER X의 발전사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EXPRESSCLUSTER X 

 

NEC EXPRESSCLUSTER X 4.1 : 클라우드 연계 강화,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공식 지원 OS & APP 확대 

 

 
 

 

(3) NEC EXPRESSCLUSTER 클러스터 활용 방법  

 

장애 발생시 업무(서비스) 연속성 유지 

 

시스템 장애를 정확하게 감지하여 업무서비스를 자동 복구(Fai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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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애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Failover  

 

OS 장애, DB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감지하여 Failover 실시 

 
 

장애 발생 시 RPO 및 RTO를 최소화 

 

RPO·RTO를 최소화하는 HA 클러스터 시스템 

 

▶ 장애 발생 직전의 최신 버전의 데이터로 신속한 업무 재개 (데이터 손실 최소화) 

▶ 자동 장애 감지 및 Failover에 의한 신속한 업무 재개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 

 
RPO(Recovery Point Objective) : 복구 목표 시점, RTO(Recovery Time Objective) : 복구 목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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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장애 조치에 의한 업무(서비스) 가용성 확보 

 

1분 이내에 업무 서비스 Failover 완료 

 

● Failover Group 단위로 서버 절체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인계할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가상 IP 어드레스, 애플리케이션 등)를 페일오버 그룹으로 

  정의하고, 페일오버 그룹 단위로 서버 Failover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운영 시의 문제점 해결 

 

장애 대응, 재해 대책 및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의 원활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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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유지보수 작업 시에도 업무 계속 
 

스탠바이 서버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으로 업무(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유지보수 작업으로 발생되는 업무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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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클러스터 구성에 의한 재해 대책 

 

지진, 홍수, 화재, 정전 등의 재해 발생시에도 업무(서비스)를 지속 

 

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애는 메인 사이트 내에서 Failover 처리 

②메인 사이트 전체 장애 발생 시, 백업 사이트로 Failover 처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가용성 확보 

 

클라우드 환경도 NEC EXPRESSCLUSTER X로 구성하여 가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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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가용성 확보 

 

가상화 자체의 HA 기능으로 감지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장애 감지 및 Failover 

▶ 신속하고 정확하게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의 장애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복구작업(Failover)을 실시하여 

   업무를 지속 

▶ 가상화의 자체 HA 기능보다 더욱 빠르게 Failover 실시 

▶ 가상화 기반의 Live Migration 기능과 연계한 동작이 가능 

 
 

유연한 백업(스냅샷) 시스템 운영 

 

백업 실행 시에 업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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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형태  
 

① NEC EXPRESSCLUSTER 기본 구성 
 

일반 구성 및 스탠바이 서버의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위한 구성 

 
 

② NEC EXPRESSCLUSTER 스케일 아웃 구성 
 

공유 디스크 및 미러 디스크 방식 모두 스케일 아웃 구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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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EC EXPRESSCLUSTER 원격지 클러스터 구성 
 

원격지 클러스터 구성으로 재해 대책(DR)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 

 
 

④ NEC EXPRESSCLUSTER 가상화 환경의 클러스터 구성  
 

가상화 환경에서도 HA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가용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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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EC EXPRESSCLUSTER 스토리지 전용 서버 이중화 구성 
 

서버를 활용하여 스토리지 이중화 미러링 시스템 구현 
 

▶ 서버의 내장 디스크를 미러링(RAW Partition)하여 블록 공유 스토리지 생성 

▶ 업무 서버는 iSCSI를 사용하여 접속. 어떠한 OS/파일시스템도 사용 가능 

 
 

⑥ NEC EXPRESSCLUSTER 클라우드 환경의 클러스터 구성  
 

NEC EXPRESSCLUSTER X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동작을 공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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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NEC EXPRESSCLUSTER - 로컬 서버 + 클라우드 환경의 DR 구성  

 

로컬 x86 서버 ↔ 클라우드(Azure, AWS)간 이중화 구성 및 DR 구축 

 

 
 

 

⑧ NEC EXPRESSCLUSTER X SingleServerSafe 

 

NEC EXPRESSCLUSTER X의 기술 노하우를 단일 서버 환경에 적용 

 

OS 및 애플리케이션의 행업, 서비스 장애를 감지하고, 재실행하여 업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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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EXPRESSCLUSTER X 모니터링 Agent (옵션)  

 

애플리케이션의 행업(응답 없음) 및 상태 이상까지 빈틈없이 감시 

단순 애플리케이션 On/Off 상태 감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응답이 돌아오는지 확인 

행업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Status 장애를 감지하여 정확하게 Failover 실시 

 

 
 

(5)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형태 
 

① NEC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 공유 디스크  
 

고성능 / 대용량이 필요한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한 공유 디스크 구성 

▶ 공유 디스크의 특징인 고성능 / 높은 신뢰성 / 대용량이 요구되는 시스템 

▶ 공유 디스크 제어는 SCSI 리저브와 같이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HW 호환성이 매우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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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EC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 미러 디스크  

 

가격대 성능비가 높은 HA 클러스터 시스템 구성 

 

▶ 서버 간 내장 디스크를 미러링하여, 업무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러스터 구성 

▶ 네트워크를 통해 내장 디스크를 미러링하므로, 저비용 고효율 클러스터 구성 가능 

 

 
 

 

③ NEC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 하이브리드 디스크  

 

원격지 클러스터 구성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디스크 구성 

 

▶ 공유 디스크의 성능과 미러 디스크의 유연성이 필요한 원격지 클러스터에 적합 

▶ 데이터 미러링을 내장 디스크로 구성하는 형태의 저비용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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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NEC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 가상화 환경(호스트/관리용 OS간) 

 

가상화 환경의 가용성을 향상을 위한 호스트 클러스터 구성 

하드웨어,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의 장애로부터 가상 머신을 보호 

 

 
 

④ NEC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 가상화 환경 (게스트OS간 클러스터 구성)  

 

가상화 환경의 가용성을 향상을 위한 게스트OS 클러스터 구성 

▶ 물리 서버의 클러스터 구성처럼 VM간 클러스터 구성도 가능 

▶ 가상 머신 내부를 정밀하게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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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클러스터 디스크 구성 : 기타 클러스터 구성  

 

고객 환경에 적합한 디스크 구성을 선택 합니다. 
 

 
 

 

(6) NEC EXPRESSCLUSTER 데이터 미러 기능 
 

NEC EXPRESSCLUSTER X의 데이터 미러 기능 개요  
 

▶ disk to disk, 블록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동기화 

▶ 애플리케이션에 의존성이 없으므로 다양한 환경 구성 지원 

▶ 원격지 구성으로 재해 대책도 가능 

▶ N:1 클러스터 구성 가능 

▶ Active/Standby가 바뀌면 데이터 동기화 방향도 자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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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EXPRESSCLUSTER X의 데이터 미러 방식  

 

업무 데이터의 업데이트 빈도 및 네트워크 성능에 따른 동기화 모드 선택 

 

동기화 

모드 

동기화 

타이밍 
특징 제안 시스템 

동기 
실시간 

동기화 

• - 대기서버의 I/O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운

영서버에서 최종 I/O 처리를 완료하므로, 항상 운영서

버와 대기서버는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 

• - I/O 처리 성능은 네트워크 성능에 의존 

• - 데이터베이스 등, 대기서버에서도 항상 최종 

버전의 동일한 데이터가 필요한 시스템 

• - 데이터 업데이트 용량이 적은 중요 시스템 

비동기 

일정 데이터

가 Queue에 

쌓이면 수시

로 동기화 

• - 대기서버의 I/O 처리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운영서

버에서 I/O 처리를 완료하므로, 네트워크 및 디스크 성

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 일정량의 데이터가 큐에 쌓이면 수시로 전송하여 데

이터를 동기화 

• - 파일 서버 등, 데이터 업데이트량이 많은 시스

템 

• - 성능이 중요한 시스템 

스케줄 

동기 

동기화의 시

작 및 정지 

타이밍을 스

케줄링하여 

동기화 

• - 지정된 작업을 스케줄링에 맞춰 특정 시점의 데이터

를 동기화 

• - 직전에 동기화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차분의 데이

터 용량만 전송하여 동기화 완료 

• - 중복 배제(블록 단위)기능으로 데이터 전송량 삭감 

• - Failover 발생 시, 특정 시점의 데이터로 업무

를 시작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시스템 

• - 특정 시간대 업데이트가 집중되는 배치 처리 

시스템 

 

① 데이터 미러 방식 - 실시간 동기 미러링 

 

장애 발생 시, 최종 버전의 데이터로 확실히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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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 미러 방식 - 비동기 미러링  

 

디스크 I/O 및 네트워크의 성능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동기화 

디스크 I/O 및 네트워크 성능이 비교적 낮은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 

 

 
 

③ 데이터 미러 방식 - 스케줄 미러링 

 

지정된 작업 스케줄에 맞춰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동기화 

Failover 발생 시, 특정 시점의 데이터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업무 시스템 (DB 등) 

작업을 스케줄링 등록함으로써, 특정 시점의 미러링을 자동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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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 후, 데이터 미러링 복구  

 

차분 블록만 복제함으로써 신속한 미러링 복구 

장애로 손상된 서버 복구 후, 자동으로 디스크를 다시 동기화하여 정상적인 클러스터 상태로 복구 

 

 
 

(7) 다양한 타사 시스템과의 연계 
 

Nutanix VM(Guest OS)의 가용성 향상  
 

Nutanix 환경에서 EXPRESSCLUSTER의 동작 검증 테스트 완료 
 

● 하드웨어 장애는 Nutanix에서 검출 가능하지만, 아래의 VM 장애에 대해서는 

    EXPRESSCLUSTER와 연계하여 업무 시스템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NIC 장애 

  - 디스크 장애 

  - OS Panic 장애 

- 애플리케이션 장애 

 

 Nutanix(AHV) EXPRESSCLUSTER 

NIC 장애 X O 

디스크 장애 X O 

OS Panic 장애 X O 

애플리케이션 장애 X O 

CVM 장애 O X 

(CVM : Nutanix 의 소프트웨어(AOS) 어플라이언스 가상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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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anix 구성  

 

 
 

● NEC EXPRESSCLUSTER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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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 Server Database 
 

SQL Server high availability and disaster recovery partners 

 
 

Oracle Cloud Platform Ready 

 

Oracle Database 및 각종 제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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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NetWeaver / SAP HANA 

 

EXPRESSCLUSTER X for SAP NetWeaver / SAP HANA 

● SAP NetWeaver와 연계 가능한 전용 모듈을 제공 

▶ SAP MMC에서 SAP 구성 요소를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한 조작 가능 

  - EXPRESSCLUSTER와 상호 통신하는 SAP MMC에서 Failover를 조작하므로 

    운영 미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PRESSCLUSTER Web UI에서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 SAP NetWeaver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능을 함께 제공 

▶ 제품 구성 

  - EXPRESSCLUSTER X CD 

    (설치 모듈, SAP 연계 모듈, SAP 클러스터 구축 가이드 포함) 

  - EXPRESSCLUSTER X for Windows / Linux 

  - EXPRESSCLUSTER X System Resource Agent for Windows / Linux 

  - EXPRESSCLUSTER X Database Agent for Windows / Linux 

  - EXPRESSCLUSTER X File Server Agent for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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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Systems XProtect Certified 

 

Milestone Systems XProtect Certified 

 

 
 

FileMaker 서버 이중화  

 

FileMaker® Server 전용 클러스터 제품 

 

● FileMaker Server 이중화 

  -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Failover되며, 다양한 장애로부터 시스템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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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IceWall 서버 이중화  

 

HPE IceWall 서버 이중화 방식 구성 비교 

 

 
 

 로드 밸런서 NEC EXPRESSCLUSTER X 

내결함성 
O O 

서버 장애는 로드 밸런서가 감지 서버 장애는 EXPRESSCLUSTER 가 감지 

비용 

△ ◎ 

H/W 구입 비용 (로드 밸런서) 및 

도입 비용이 필요 

EXPRESSCLUSTER 라이선스 및 유지 보수 비용 

(일반적인 로드 밸런서보다 저렴) 

네트워크 

구성 

△ ◎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추가가 필요할 수 있음 서버 연결만 필요 

구축/설정 

△ ◎ 

물리적 공간이 필요 소프트웨어만 설치 

네트워크 지식이 필요 GUI 에서 쉽게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 

관리성 

△ / O ○ 

로드 밸런서가 HW 관리 대상으로 추가 됨 HW 관리는 서버만 

관리의 용이성은 제품에 따라 GUI 에서 클러스터의 관리/조작 가능 

부하 분산 
◎ X 

부하 분산 가능 부하 분산 불가 

성능 

O △ 

로드 밸런서의 성능에 따라 
해당 서버 성능에 의존 

서버 성능의 부족은 부하 분산으로 해소 가능 

확장성 
◎ △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이 모두 가능 기본적으로 스케일 업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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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 / Automatic Job Management System 3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작업 관리 시스템의 이중화를 지원 

 

● AWS (Amazon Web Services) 환경에서 중복 구성 예 

- JP1과 업무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미러링, AWS의 가상 IP 자원을 이

용하여 장애 조치 시간에 RouteTable 변경(AWS API를 이용하여 VIP로 라우팅 대기 측 인스턴스로 전환)함으로써 

중복 구성을 제공합니다. 

 

 
 

Linux on Power Systems VIOS Client / DB2 

 

일본 IBM과 함께 Power Systems에서 EXPRESSCLUSTER의 테스트를 진행하여 

동작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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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EC EXPRESSCLUSTER 국내 도입 사례 
 

대기업 OpenStack 및 NFV 이중화 N:1 구성  
 

1500 라이선스 이상의 납품 실적 

 
 

발전소 출입관리 시스템 3:1 미러 디스크 구성 

 

● 도입 배경 

  - 발전소는 국가 주요 시설이므로, 출입통제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 (24시간 운영 시스템) 

  - 기존 시스템은 단일 구성의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의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 

  - 단순 장애의 발생에도,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음 

  - 장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 

● 고객 요건 

  - 다수의 업무 서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중화로 구성을 요구 

  - Tomcat(Web Server)의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서비스는 기동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작하지 않는 장애 상태인 

경우 많으므로,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Failover 처리 요구 

  - 장애 발생 시, 업무 서비스를 자동 복구 요구 

  - 완벽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요구 

● 도입 포인트 

  - 3:1 구성으로 스탠바이 서버를 1대로 줄여서 서버(HW) 및 클러스터(SW)의 비용을 크게 절감 

  - Tomcat(Web Server)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으로 정밀한 장애 감지 및 자동 복구 시스템 구성 

  - 장애 발생 시, 리스크 및 유지보수 업무 부하 경감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무결성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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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1:1 공유+미러 디스크 Cross Standby 구성 

 

● 고객 해결 과제 

  - 시스템(HW)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짐 

  -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HW 고장 발생 시, 장애 복구가 불안 

  - 24시간 운영 시스템이므로, 장애 발생 시 업무 중단 리스크가 매우 높음 

● 고객 요건 

  - 서버(HW) 교체 + 기존 FT 서버와 Cluster 구성 시스템 통합(SI) 기술 지원 

  - MS-SQL DB는 디스크 미러 방식으로 Cluster 구성 (Active-Standby) 

  - FC SAN Storage는 공유 디스크 방식으로 Cluster 구성 (Standby-Active) 

● 도입 포인트 

  - 타사 제품으로 구현이 불가능하여, NEC 제품으로 고객 요건에 부합한 시스템 구성 

  - NEC에서 직접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및 유지보수 지원 제공. 

  - 글로벌 인지도가 높고 도입 실적이 많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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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산라인 FT 서버간 1:1 미러 디스크 구성 

 

● 도입 포인트(일본 SI 업체를 통한 도입) 

  - 일본에서 검증된 NEC 제품으로 IT 인프라 구성 

  - 신뢰할 수 있는 높은 SI 기술력과 제품으로 어필 

  - 만약의 장애를 대비하여, 클러스터 이중화 구성 

 

 
 

문서중앙화 및 보안솔루션 1:1 미러 디스크 구성 

 

● 고객 해결 과제 

  - 다수의 업무 시스템이 한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단일 시스템 구성이므로, 장애 발생 시의 업무 중단 리스크가 매우 

높음 

  -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므로, 장애 발생 시에 장애가 발생한 애플리케이션을 특정하고, 원인 파악에 장시간 

소용 

  - 고객사가 원거리에 있어, 방문 지원에 장시간 소요 

● 고객 요건 

  - 1대의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클러스터로 구성 

  - 장애 발생 시, 업무 서비스의 자동 복구 

  - 장애 발생 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신속한 확인 및 처리 

  - 완벽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 도입 포인트 

  - 1대의 서버에 탑재된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중화하여, 서버(HW) / 클러스터(SW) 비용 경감 

  - 장애 발생 리스크 및 유지보수 업무 부하 경감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무결성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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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관리 시스템 1:1 미러 디스크 구성 

 

● 고객 해결 과제 

  - VDI 관리시스템의 경우,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대책이 없음 

  - 만약의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VDI 사용 불가 

  - 중요 시스템이므로, 다운타임을 최소화 

  - 자동으로 장애 처리 및 복구 

● 고객 요건 

  - 만약의 장애 발생 시, Failover하여 VDI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 구성 

● Solution 

  - NEC EXPRESSCLUSTER X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VDI 관리 소프트웨어를 전부 이중화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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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EC EXPRESSCLUSTER 해외 도입 사례  
 

[일본] Matsuda 의약품  

 

지진을 대비, 원격지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재해 발생 시에도 전 거점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 

 

● 도입 배경 

- Kochi HQ에 재해 발생 시, 10개 거점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리스크가 있음 

- Kochi 본부에서 시스템을 중앙 관리하고 

 있으나, 타 거점은 백업을 실시하지 않고있음 

- 시스템 장애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 도입 효과 

- Kochi HQ 및 Kagawa Sales Office에  

각 서버를 설치한 뒤, 원격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 

  - Kochi HQ와 Kagawa Sales Office 서버 

    데이터는 미러링으로 구성하여 최신 

    데이터로 업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만약의 장애 발생 시, 약간의 다운 타임이 

    발생하지만 시스템이 자동 Failover 되어 

    복구되도록 구성 

- 원격지 시스템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구성 

하여 전산실 관리자의 유지 보수 작업  

부하를 경감 

 

[일본] 전일본 식품 

 

일본 최대 Voluntary 체인의 IT 인프라를 NEC HA 클러스터로 가용성 향상 

● 도입 배경 

  - 전국에 개인 상점 및 소형 슈퍼 등의 약 1,800 점포가 가맹된 Voluntary 체인에서는 확실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HA Cluster SW의 도입이 필요 

  - 기존 사용하던 HA Cluster SW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실제 장애 발생 시에 원활하게 자동 복구가 되

지 않아 복구에 장시간 소요 

● 선정 이유 

  - 여러 서버에 OS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다중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한 HA Cluster SW 제품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품의 검증 및 테스트를 통과하고 풍부한 도입 실적이 있는 제품 

  - Web 브라우저 기반의 GUI 조작이 가능 

● 도입 효과 

  - 직관적인 GUI를 이용하여 시스템 관리자가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작업 시간 단축 및 부하가 경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혼재된 다중 플랫폼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기간계 시스템의 가용성 및 운영성이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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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uji 약품 

 

NEC Cluster + Scalable 서버의 구성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용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고도화 성공 

 

● 도입 배경 

  - 미션 크리티컬 기존 DB 서버의 성능이 한계에 도달 

  - 사업 확장에 따른 원활한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관리 필요 

  - 약 1200 점포의 발주 업무의 효율화 

● 선정 이유 

  - 기존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크게 웃도는 DB 시스템 제안 

  - DB 서버, 가상 서버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장애 대책을 설계 및 제안하여, 고 가용성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현 

  - 고속 DB 제품(InterSystems Cache) 제공 업체와 NEC가 사전에 합동 검증 테스트를 완료해서 안심하고 도입 

  - 10년 이상 NEC FT 서버 및 일반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NEC 서버의 가동 실적 및 검증된 SI 안정감 

● 도입 효과 

  - 20시간 걸리던 판매 관리 데이터의 Batch 작업이 2시간 만에 완료되는 등, 전사적 월별 회계 처리 속도가 크게 단

축되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 

  - 가상화 환경에서 그룹사의 신규 업무 시스템을 출시하게 되어, 중요 시스템의 통합을 빠르게 완료 

  - DB의 처리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발주 업무의 자동화 등의 추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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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laza Create  

 

성수기의 부하 집중에 대비하기 위해 NEC의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인 

EXPRESSCLUSTER를 도입하여, 업무 중단 및 지연 현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 

 

● 도입 배경 

  성수기에 운영중인 매장 및 온라인 서비스의 주문이 폭주하기 때문

에, 시스템의 부하 집중에 따른 시스템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검토 

● 도입 효과 / 시스템 구성 

  백엔드 시스템에 EXPRESSCLUSTER를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도입함으로써, 강력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하 집

중에 따른 시스템의 업무 중단 및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구현 

 

 

 

 

 

 

[일본] USHIO 

 

FileMaker®의 장애 발생 시에도 생산라인의 24시간 생산이 가능 

 

● 도입 배경 

- 2011년 USHIO는 특수 산업용 램프 생산 라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FileMak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조 공정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생산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신규 도입한 시스템의 장애에 따른 생산 라인이 업무 영향도가 매우 커짐 

● 도입 이유 

  - FileMaker®의 이중화 구성 및 자동 복구가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 EXPRESSCLUSTER 

● 도입 효과 / 시스템 구성 

  - FileMaker®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생산라인의 24시간 생산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이 보장 

  -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내의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 

  - NEC 클러스터를 도입하고, 다른 생산 라인과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활한 IT 시스템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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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V Global  

 

화물 추적 및 통관 예약 관리 등 물류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향상을 위해 

NEC EXPRESSCLUSTER를 도입 

 

● 도입 배경 

AV Global에서 제공하는 각종 물류 관련 서비스는 통관 예

약 관리 및 화물 추적   등의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나, 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스템 개선을 위해 HA Cluster의 도입이 필요 

● 도입 효과 / 시스템 구성 

EXPRESSCLUSTER의 도입으로 장애 발생 시에도 신속하

게 자동으로 Failover가 되고, 다운 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지 보수 시의 다운 타임을 최소화할   뿐만 아

니라, 향후에 DR(재해 복구) 시스템으로 확장도 가능하므

로, 향후의 서비스   레벨의 향상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솔루

션 도입이라고 판단 

 

[미국] 연방 정부 기관 (원격 클러스터) 

 

Lenel사의 OnGuard를 사용하는 연방 정부 기관의 게이트 인증 시스템에 FT 서버

와 EXPRESSCLUSTER를 도입하여 원격 클러스터 구축으로 재해 대책을 마련 

 

● 도입 배경 

게이트 인증 시스템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해 대책

의 필요성 대두 

● 도입 효과 / 시스템 구성 

EXPRESSCLUSTER를 도입하여 원격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사이트 다운 등의 재해가 발생해도 ①최소한의 다운

타임 및 ②데이터 정합성 보장으로 백업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DR(재해 대책) 솔루션을 구축 

※ 메인 사이트의 서버는 FT 서버를 도입하여 고가용성 시스템으로 구성 

 

 

http://www.fhubis.co.kr/nec/expresscluster/ecx41-product-introduction/ecx41-product-introduction-01.html
http://www.fhubis.co.kr/nec/expresscluster/ecx41-product-introduction/ecx41-product-introduction-01.html
http://www.fhubis.co.kr/nec/expresscluster/ecx41-product-introduction/ecx41-product-introduction-01.html


                                

(주)퓨비스 www.fhubis.co.kr 02-508-7885                           36 

[중국] 스마트 초대형 선박 VLOC 

 

세계 선박 시장 트렌드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으로 변화 

- 스마트 선박 기술, 친환경, 운항 경제성, 안전성 강화, 에너지 절감/고효율화 

 

● Background 

- 2018년 12월, 40만톤급 스마트 초대형 선박 VLOC 출항 예정 

- 과제 : 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각 센

서의 상태 감시 및 센서 관리 시스템 구축 (온도, 습도, 가연성 

가스 등) 

- 출항 후에는 유지보수 및 수리가 불가능하여, 관리 시스템의 가

용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검토 

● Why NEC 

- EXPRESSCLUSTER는 DB의 상세 모니터링이 가능한 에이전트

를 제공하며, 고객이 자체 개발한 관리 시스템도 유연하게 모니

터링 가능 

- 상세 모니터링 기능으로 장애 발생 시, 사용자가 지정한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Failover가 가능 

- 클러스터 시스템 구성을 유연하게 확장 및 변경이 가능 

● Benefits 

- 고 가용성 시스템의 자체 개발에 비해 비용 절감 

- Web GUI를 통한 통합 모니터링으로 운영 비용 절감 

- 센서 관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선박 정지 리스크 감소 

 

[중국] 의료 시스템 

 

● 도입 효과 

  - HIS, LIS, PACS/RIS, EMR 및 기타 시스템의 고 가용성 시스템 구성 

  - MSSQL 데이터베이스 + IIS 서비스 양방향 스탠바이 클러스터 시스템 구성 

  - 데이터 안정성 및 확장성을 위해 내장 디스크 + 공유 스토리지 결합 

  - 원격 시스템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 운영 및 유지 보수 담당자가 시스템 상태를 쉽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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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증권 회사 (가상 머신의 HA)  

 

● 도입 배경 

- 서버 기술지원종료(EOS)로 인한 가상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

션 필요성 발생 

- VMware HA가 가상 서버 내에서의 장애를 처리할 수 없어 

NEC EXPRESSCLUSTER를 도입 

- EXPRESSCLUSTER의 도입으로 증권 거래 시스템의 Oracle 및 

WebSphere 서버 400대의 가용성 확보 

 

 

 

 

[프랑스] 앵드르 지역 협의회 (고가용성 시스템 구성) 

 

이기종 시스템 환경에서의 서버 장애와 유지보수에 의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 가용성 솔루션 도입 

 

● 도입 배경 

이기종 시스템 환경에서의 서버 장애와 유지보수에 의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 가용성 솔루션 도입 필요 

 

● 고객 요구 사항 

▶ CG36 : Conseil General de l’Indre (앵드르 지역 협의회) 

 - 매우 빈번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지속적인 프린트 서비스 사

용 

 - 이기종 OS: Linux 및 Microsoft 

 - CG36의 파트너가 요구하는 신속한 서비스 프로세스 제공 

▶ Goal : 

 - 데이터베이스 및 프린트 서비스의 준 영구적인 가용성 보장 

 

● EXPRESSCLUSTER : Clustering + Mirroring 

▶ Clusters LINUX (Red Hat 2.1) : 

-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클러스터링 구성, Active 서버의 장애와 유지보수 시에 Standby 서버로의 자동 

Failover 

  - 데이터베이스 미러링 

▶ Cluster WINDOWS : 

  - 프린트 서버의 클러스터링 구성, Active 서버의 장애와 유지보수 시에 Standby 서버로의 자동 Failover 

  - Spool queue의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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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격 클러스터 도입 사례  
 

[일본] 원격 DB 클러스터 구성 

 

BCP(사업 연속성 계획)이 중요시되어 원격 클러스터 안건 증가 추세 

 

● 도입사례 #1 

- 스토리지 미러링 기능보다 저렴한 가격인 NEC Cluster Software 미러링 기능 제안 

- 일반적으로 메인 사이트 운영, 재해 발생시 백업 사이트로 수동 Failover 실시 

● 도입사례 #2 

- 화재 대책으로써 공장간 클러스터 구성 
 

 
 

[일본] 제조업 

 

직선 거리 5km 정도에 인접한 공장의 원격 클러스터(공장 부지내) 

VMware 사용하여 3대의 업무 서버를 하나의 물리 서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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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업 

 

- EXPRESSCLUSTER의 도입하여 업무용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모두 

  가용성 극대화 

- 기존 스토리지 기반 복제 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 

 

● 도입 포인트 

- 서버 장애 시,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 Failover를 

  자동으로 실행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동으로 Failover를 실행 

   관리자는 재난 발생시 Failover실행 할지 여부를 판단 

   Failover는 자동으로도 가능 

- 시스템 전환 프로세스를 사전 정의 가능 

   수동 작업 오류 방지 및 즉각적인 복구 

   Failover 테스트 후, Failback 작업이 간단 

 

 

 

 

[일본] 유통업 

 

- DR 시스템 도입 전에 FT 서버 + EXPRESSCLUSTER를 이미 사용 

- FT 서버 교체 시점에서 DR 구성도 고려 

- 기존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EXPRESSCLUSTER X를 도입하여 

  DR 시스템 구성 
 

● 도입 포인트 

- 기존 사이트의 클러스터 구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기존의 운영 노하우 활용 가능 

- FT 서버와 일반 서버의 클러스터 구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용성 향상 및 재해 복구 

시스템의 구성 

- 기존의 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구현 가능 

  전용선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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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통업 

 

- BCP 검토를 시작하며 재해 복구(DR)도 같이 검토 

-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 가능한 데이터 미러링 클러스터의 채택 

- 2대의 서버를 Cross-Standby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업무 서비스 

 

● 도입 포인트 

- 클러스터로 구성된 서버 간 모든 종류의 데이터 미러링 

- 유연하게 Failover 시나리오의 정의 

   애플리케이션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Failover를 수행 

   사이트가 다운된 경우, 수동으로 Failover를 수행 

 

 

 

 

 

 

 

 

[사우디아라비아] United Cooperative Assurance (Disaster Recovery)  

 

UC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보험회사 중 하나로, EXPRESCLUSTER는 Jeddah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정교한 

HA & DR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UCA는 다른 회사들이 심각한 비즈니스 손실에 직면하는 

동안 성공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달성한 유일한 보험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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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oggle Networks  

 

High Availability Platform For Disaster Recovery Service 

 

● Business Model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고객에게 DR 사이트 및 회선을 제공 

 

▶ Benefit For Customer 

   -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저렴한 DR 솔루션 

   - 백업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인적 자원 투자를 절약 

▶ Benefit For Service Provider 

   - 가상화 환경으로 백업 서버를 통합하여 투자 비용을 절약 

   - 기존 데이터 센터 서비스 비즈니스를 위한 부가 솔루션 

 

● Case Study 

NEC EXPRESSCLUSTER X는 많은 HA 제품 중에서 Toggle Networks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서비스의 

기반 솔루션으로 선정 

 

▶ 제품 요구 사항 

   - 개방형 플랫폼 기반 

   - 동기식 WAN 레벨 보호 기능 제공 

   - 사이트 수준의 비즈니스 연속성 기능을 위한 지리적 분산 호스팅 기능 제공 

   - 업계에서 입증된 호스팅 인프라 활용 

   -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턴키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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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는 전세계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 월드 와이드 서비스 제공 

 

 
 

NEC Global Alliances & CLUSTERPRO Partners 
 

NEC Global Alliances 

 

 
 

NEC CLUSTERPRO Partners 

 

HP, DELL, CISCO, HITACHI, PURESTORAGE, Symantec, CA technologies, NTT Communications, KYOCERA, 

LENOVO, SEAGATE, Stratus, ArcServe, TurboLinux, SUSE Linu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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