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Take-over

Business Map

재해 발생 시, 사전에 준비된

주센터 업무 구성과 DR센터 업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성의 현황, 구성의 차이점을

데이터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편리하게

기동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R

보장하고, 고객 불편을 줄여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지원합니다.

H/W configuration
업무 별 하드웨어 구성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운영 중
변경사항 발생 항목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경
관리 측면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S/W configuration
업무 별, 하드웨어 별로 적용된
상용 S/W & Application 구성을
관리함으로써 잦은 변경사항
발생 시, 바로 변경내용을 통보
하여 시스템 간 S/W 동기화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Data configuration

Dashboard

Health Check

Auto Drill

스토리지, 로컬 디스크, NAS

실제 서비스 전환, 모의훈련,

운영 정책에 의해 일 별, 주 별,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신속한

디스크 등 다양한 매체에 분산

헬스체크 등 실제 action 진행

월 별, 관리항목의 변경 여부를

서비스 전환 수준을 점검하고,

되어 있는 데이터 구성을 직관적

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측정하고, DR시스템에 반영할

주센터 변경사항 반영 여부를

화면으로 확인, 수정함으로써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업무를

이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

통해 시스템 동기화가 유지될

위한 자동 모의훈련 기능을 제공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수 있도록 합니다.

합니다.

RPO / RTO

Emergency Contact

Reporting

방법론에 기반한 진행 절차를

데이터 구성관리를 통해 RPO를

비상연락망 관리를 통해 헬스

자동화된 수행을 통해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의훈련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체크, 모의훈련, 실제 각 서비스

생성된 자료를 리포트로 제공

실제 전환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자동 기동을 통해 RTO를 최적화

전환에 필요한 운영 인력이나

하고, 전문가와 상세 분석을

절차의 표준화 및 측정을 통해

합니다. DR 분야 업계 최고의

해당 엔지니어 확보에 소요되는

통해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도출,

개선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

관리 수준을 제공합니다.

시간을 단축시켜드립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리포트

합니다.

“

Methodology

기능을 제공합니다.

“

DRS Management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Data 복제, H/W, S/W 변경 및 반복작업을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문 컨설턴트, 숙련된 운영자 및 엔지니어의 경험을 반영한 DR 관리솔루션을 통해
보다 경제적인 투자로 보다 높은 수준의 DR 운영체계를 제공해 드립니다.
DAUS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신속성을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DR 관리솔루션입니다.

전문 컨설턴트와 숙련 운영자를 통해 구성현황을

주기적인 점검 및 실제 서비스 전환 시에는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하고 복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구성 상황 및 진행을 모니터링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편리한 편집화면을

사용 권한에 따라 편집, 모니터링, 이벤트 관리 등의 기능이

제공하며, 전체 대시보드 화면을 직접 편집할 수

다르게 제공되며, 다수의 사용자가 보안 체계 내에서 DRS

있습니다.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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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eb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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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e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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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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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f was_log_data.log \ grep “SUCCESS”
15300, 15301, 15302, 15303, 15304, 15305

Role

administration

coordi

12, A, 13

Insert

12, A, 14~22

Assets

7 SW, 4 Data, 3 Logs, 2 storages

File

Text

WEB

WAS

WAS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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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WAS engine, application, Web engine ...

Port

logs

WEB

/drweb/application/JEUS/startup

Process
Result

/DAUS/drweb/logs/drweb/data.log

신속성

정확성

현실성

재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동 방식으로

시간대, 특정 상황, 숙련운영자 부재

서비스를 재기동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중에도 동일한 수준의 DR 서비스 복구

담당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해야만

시간을 최소화하고, RTO를 최단시간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절차에

DR 서비스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으로 관리하는 신속성을 제공합니다.

의해 정확한 복구 및 관리업무를 수행

현실적 상황을 개선하고 필요 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합니다.

편의성

반복성

DAUS 솔루션은 현재 구성된 인프라의

경제성

DAUS솔루션은 재해 시, 서비스 복구

평상 시, 주기적인 자동 Health Check

DRS 주기 점검 잦은 수행 및 모의훈련

자동화 및 DRS 운영 상태 모니터링

및 정의된 정책 기반의 모의훈련을

횟수 증가에도 DRS 운영인력 최소화

함으로써 DR 운영 및 관리 자동화율을

자동화함으로써 비상대기 중인 DR

및 별도의 모니터링 솔루션의 추가가

높여서 고객의 운영 편의성을 향상시켜

시스템 신뢰성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감

“

기존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 후 24~72시간 이내 복구,
시스템 복구, 백업 데이터 의존, 지진/태풍/화재 등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가 주요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수 시간 내의 복구, 서비스의 복구, 데이터
중심 복구, 자연 재해 보다 확률이 높은 인적 재해 및
관리 작업 중 중단(시스템 교체 중 발생하는 장애, Application
수정 및 보안 장애 등)에

대한 비즈니스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address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B동 919호 (tel . 070-8869-8882)
homepage . http://www.wemayn.com

“

효과가 높습니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