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ult Tolerant Server

NEC FT Server
DELIVERING THE HIGHEST LEVELS OF AVAILABILITY, AFFORDABLY

Highest Levels of Availability 최고 수준의 가용성

HIGHEST AVAILABILITY

NEC 무정지 서버(FT server)는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의 다운타임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FT서버는 인텔의 Xeon 프로세서 기술을 기반으로
완벽한 하드웨어 이중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스템의 가용시간을 99.999%
(1년에 5분미만 다운타임) 유지시켜 줍니다.

Perfect for Virtualization 가상화 구현을 위한 최적화

OPERATIONAL SIMPLICITY

내부 저장장치와 NEC만의 관리 소프트웨어로 VMware와 Hyper-V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여 줍니다. 또한 가상화 환경에서 FT서버의
확장 가능한 vCPU성능은 입증되었으며, 통합된 고가용성 저장장치로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더불어 매우 간단한 가상화로 운용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tal Cost of Ownership Savings 사용자 비용의 절감

EASY MAINTENANCE

기존의 HA구성이나 서버솔루션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FT서버는 오직 1개의 Operating System과 응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또한 서버의 설치 및 구성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Open Operating System 개방형 운영체제
현재 사용하고 계신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Redhat 6.x, VMware를 지원하여 Application 및 Data의 호환성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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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Server란?
FT Server는 Fault Tolerant Server의 약자로 내장애성을 갖춘 서버를 의미합니다. FT Server의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
의 하드웨어 부품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버
를 말합니다. FT Server는 CPU, 메인메모리, 하드 디스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PCI 슬롯 및 전원 등의 하드웨어
부품을 각각 두 개씩 탑재함으로써 시스템을 이중화로 구성하며 각 하드웨어 부품이 완전하게 동기화되어
가동 됩니다. 예를 들면 CPU의 경우에는 두 개의 CPU가 항상 같은 명령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게 되므로 다른
한쪽의 하드웨어 부품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야하는 경우에도 서버를 정지하지 않고 업무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리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NEC FT서버 특징

NEC FT서버 특징

관리적 측면

비용적인 측면

■ HA가

2대의 Server와 Cluster SW를 유지
해야하는 반면 FT Server는 1대의 장비
[Cluster SW 불필요]만으로 운영되므로
시스템 관리가 수월함

■ ExpressScope®

엔진3를 기본 탑재하여
보안된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FT Server의
상태 감시와 운영 및 원격지에서도 컨트롤
가능함

■

Downtime 시간은 곧 비용이므로 높은 시
스템 가용성은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단순화 하여 유
지관리 비용을 절감함

FT
Server
유지보수 측면

가용성 측면
■

■

FT Server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Single
Server Safe는 단일 시스템상에서 HW
이외에 OS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문제시 자동 복구하여
시스템의 가용성을 극대화 시킴
FT Server에서 운영되는 모든 Driver는 NEC
Enginerring의 Hardening 과정을 거치며,
이는 시스템 Driver와 운영체제에서 발생
수 있는 Driver 충돌을 제거함

NEC FT서버 아키텍처

■

Application 개발 시 이중화를 위한 코드가
추가되지 않으므로 개발기간 단축 가능

■

Cluster SW가 필요 없으므로, SW 구조가
단순하고 서비스 운영이 간단해져서 운영
상의 업무 부하가 작음

■

HA는 시스템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절체
Script 시험을 하여야 하지만, FT Server는
단일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절체 Script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SW
유지보수가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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