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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단일 전산센터내에서나 근거리 전산센터간 시스템

장애로 인한 애플리케이션의 중단 방지

• 비즈니스 연속성 제공

• 장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이나 데이터 손실 방지

• 통합 재난 복구 솔루션 제공*

• 상용 업계 표준 서버와 호환

• 전문 IT 직원 없이도 쉽고 간단하게  설치 및 운영

•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간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 및 구동

•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필요가 없음

• 물리적,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 및 운영

• 전체 서버 또는 특정 데이터 보호

• 변화하는 비즈니스요구에 대응하도록 확장 가능한 시스템

• 멀티프로세서(SMP) 및 멀티코어 시스템이 필요한 업무에

내결함성 또는 고가용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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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us everRun 은 애플리케이션의 가동을 유지하여 비즈니

스 연속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쉽고 저렴하게 보장하는 가동 중

단 예방 소프트웨어입니다.

everRun 은 단순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솔루션과 달리 가동 중

단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

출, 비용, 고객 만족 목표와 효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

다. everRun 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IT 환경 제어 및 

명령을 중앙 집중식 관리 도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매우 쉽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알람 기능도 제공하여 고객의 컴퓨팅 환

경을 장애로부터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verRun 은 일반적인 업계 표준 x86 서버를 기반으로 구동되므로 전

문적인 IT 기술이 필요 없이 기존 조직내의 직원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everRun  고가용 솔루션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고도 단일/멀티 스레드 Windows와 

Linux 환경을 무중단 환경으로 구성하여 줍니다.

Stratus는 30년 이상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솔

루션을 제공해 온 입증된 업계 리더이며, everRun 은 증가하는 무중

단 환경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솔루션입니다.

무중단 Windows® 및 Linux®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동 중단 방지 소프트웨어

EVERRUN®소프트웨어



데이터 시트    |    2

www.stratus.com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두 대의 가상 시스템에서 동시에 구동되므로 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은 중단이나 데이

터 손실 없이 정상적인 다른 시스템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또한, 시스템

의 어느 컴포넌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의 정상 컴포넌트

가 장애난 컴포넌트를 대체하여 구동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

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I/O가 두대의 이중화된 서버에서 자동으로 미러링 되도록 구동되

며, 메모리 체크포인트에 의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모든 .

행중인 트랜잭션은 물론 메모리 데이터와 캐쉬 데이터까지도 유지되도

록 합니다.

가용성 엔진을 사용한 무중단 가용성 달성

가용성 엔진은 everRun의 핵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변경, 데이터 손

실 또는 시스템 재시작 없이 애플리케이션이 두대의 가상 시스템에서 

공존하며 구동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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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Extensions

KVM 가상화

Availability Extensions 

KVM 가상화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장애보고 및 처리를 위한 감시 서비스 구동

Stratus 서비스 지원 센터는 고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수준을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Stratus 단일 콘솔을 사용한 관리로 운영 시간 절감

중앙콘솔에서 다중 배포 기능을 통해 서버와 가상 시스템을 구축, 지

정 및 배포하는등 everRun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사용한 간편하고 최적화된 성능관리

 다이나믹한 IT 환경의 성능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가 다운될 경우 즉시 감지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하게 재시작합니다. 

SplitSite® Cross-Campus* 기능을 통한 국지적인 재난으로

부터 다운타임 방지

SplitSite 기능은 근거리간 동기화 복제를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분리

된 사이트간에 애플리케이션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www.stratus.com/splitsite.

재난 복구기능을 사용하여 재난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

WAN(Wide Area Network) 연결을 통해 원거리 사이트 간에 내장된 

비동기 복제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재가동 시킵니다. 추가 정

보: www.stratus.com/everRundisasterrecovery.

*차기 버전에  소개 예정.

전문 서비스

Stratus의 전문 서비스팀은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여러 벤더 환경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술 지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다

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분의 개별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솔루션 방식으로 제공되어 여러분의 IT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현 및 계획에 관하

여 Stratus의 전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중화된 모듈형 서비스에 관

하여 문의하여 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가용성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기술 평가등을 수행하고 최적의 솔루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드

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업무 요구 사항 뿐만 아니라 업계 표준을 뛰어넘

는 가용성 전략과 비즈니스연속성 계획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verRun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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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솔루션 차이점
Stratus everRun과 타 솔루션 차이 비교

독립 실행형 서버 고가용성 솔루션 everRun 

• 연간 43 시간 이상 • 연간 4 시간 이상 • 연간 4 분

• 70 억원 • 7 억원 • 1 천만원

• 많음 • 재시작 필요 • 없음

• 수 시간 • 수 시간 • 없음

• 발생 • 발생 • 없음

다운타임 및 영향도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비용* 

계획된 다운타임 

장애 복구 시간 

데이터 손실 

복구 방법 • 수동 • failover 를 위한 스크립트,

테스트 필요

• 완전 자동,

재시작 필요 없음

장애 감지 • 아니요 • 아니요 • 예(자동)

• 수 시간 • 수 일 • 수 시간

• 없음 • 복잡, 수동 • 없음

배포 

설치 시간 

관리 및 운영의 복잡성 

전문 지식 • 낮음 • 높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낮음

• 낮음 • 아주 높음 • 낮음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비용 

초기 구매 비용 

유지 보수 비용 

SAN / 외장 스토리지 

통합 관리 유무 • 없음 • 없음 • 있음

* 연간 평균 가정: 다운타임 1 시간일 경우 회사 평균 비용 $163,671.14 
출처: Aberdeen Group Analyst insight, 2013 년 6 월 

everRun 버전별 기능
기능 everRun Enterprise everRun Express

Fault-Tolerant Availability Engine • —

High Availability Engine • •

Watchdog Service • •

Stratus One View Console • •

Application Monitoring • •

SplitSite • •

Integrated Disaster Recov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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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Run 장애 보호 모드 

연속 가용성 모드 FT(Fault Tolerant)모드 – 재시작 없음 HA(High Availability)모드 

디스크 ● ● 

네트웍 ● ● 

CPU ● * 

메모리 ● * 

전원 ● * 

* 장애가 발생한 컴포넌트에 따라 가상머신의 재시작이 필요할 수 있음

everRun 사양

라이선스 유형 

서버 1-2 소켓 Intel® Ivy Bridge 및 Sandy Bridge Intel 기반 x86 서버 

메모리 최대 384 GB 

가상 머신 최대 24 개 

지원 운영 체제 : 모든 라이선스 사용 가능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2008R, 2012 

Windows® 7, 8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6.5 < 

CentOS Linux 6.5 < 

everRun 지원 서비스 

서비스 구성요소 지원범위 

소프트웨어 지원 액세스 연중 24 시간 

크리티컬 이슈에 대한 초기 대응 시간 60 분 

크리티컬 이슈에대한 전문 엔지니어 액세스 연중 24 시간 

웹기반 지원 포털 액세스 연중 24 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브스크립트 포함 

감시 서비스(원격 모니터링 및 알림) 연중 24 시간 

보안 원격 액세스 포함 

◗

◗

◗

사양 및 설명은 기본 요약이며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ratus 및 the Stratus Technologies 로고는 Stratus Technologies Bermuda Ltd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

자의 자산입니다. ©2013 Stratus Technologies Bermuda Ltd.  All rights reserved. 131220

더 알 아 보 기
  

everRun의 권장 구성 

• x86_64 산업 표준 서버 2대

• 8GB 이상 메모리

• Intel® VT가 지원되는 CPU 칩셋

• 디스크 공간 50GB 이상 또는 VM 및 데이터용 스토리지 10GB

• 2개의 1 Gbps 네트워크 포트, 2개의 10Gbps 네트워크 포트

• 가상 머신 지원 운영 체제

o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및 2012 R2

o Red Hat® Enterprise Linux 6.5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호환성 목록은 everRun 하드

웨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go.stratus.com/everrunHC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