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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케어스

T E L E C O M M U N I C AT I O N

VMware vSphereTM와 vCenterTM는 기존 노후된 서버를
통합하기 위해 도입할 신규 장비 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HA기능과 관리 기능을 통해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체적인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다. 오래된 하드웨어의 마이그레이션,
전반적인 IT인프라 개선, 비용 절감, 관리 강화 4
가지 토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검토 결과 VMware의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주)차케어스는 종합병원의‘의료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과‘U-Healthcare 서비스’
의료전문 마케팅 서비스인 광고마케팅서비스, 의료상담 및 진료예약 대행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계열사와 의료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IT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 사업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노정한, (주)차케어스 U-Healthcare 연구소 소장

도전과제
노후되어 불안정했던 하드웨어와 웹 서비스를
신규 하드웨어 및 솔루션 도입을 통해 안정화하는
동시에 구입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 인프라 추가 구성에 구입

(주)차케어스는‘
특화된 최고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비전 아래
차병원그룹의 정보시스템을 개발, 관리하는 SM(System Management) 사업과 대외 고객사 정보
시스템에 자문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SI(System Integration)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차병원그룹은 여성전문의료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노화연구 등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확장되었고 교육기관 등 계열 기관의 서비스도 증가 및 확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주)차케어스는
그동안 필요했던 IT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급격한 서비스 확장의 필요에 따라

적용솔루션:
VMware vSphere 4.x TM, VMware vCenter TM. 하드웨어
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유연한 환경설정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향후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듭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및 관리기능을 통해 향후 서비스 확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불안한 시스템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발생하던
다운타임은 IT 팀의 관리하에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효율과 안정 두 가지 목표 추구를 동시에
현황 파악 결과 노후화된 서버 13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스템 불안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곤
하였고 백업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이 발생되곤 하였다
서버 신규 도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서버를 구입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당 서버가 노후화가 되고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으며 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여야 하면 또
서버를 구입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늘어나는 관리부담에 대한 소지가 다분하였다.
IDC 관련 이슈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서버들은 1U 서버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수가 많다
보니 랙에 할당된 전력을 넘는 전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상면비용이 추가되어 장기적인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스위치의 추가도입도 필요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은 아니었다.
이에 (주)차케어스는 도입비용, 관리비용 절감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향후 클라우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화 플랫폼 구축을 도입하게 되었다. 국내 헬스케어 고객군에서 가상화를
도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인데 (주)차케어스는 미래의 트렌드를 연구하고 반영하여 자사 뿐
아니라 그룹사 모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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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케어스는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적합성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CIO 대상 조찬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정보 시스템이기에 만전을

세미나에서 성공 사례를 확인하게 되고 VMware 전문 솔루션 파트너와의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해야 하고 깊은 고민과 자세한 검토를 통해
추진과정이 결정되겠지만 웹 서비스 통합을 통해

솔루션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주)차케어스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만을

이루어 낸 비용절감과 효율성 개선은 입증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VMware 솔루션의 도입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VMware와 전문 솔루션

바이기에 타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파트너사의 상세한 리뷰 및 정보전달이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할 예정이다.

- 노정한, (주)차케어스 U-Healthcare 연구소 소장

VMware 가상화 솔루션의 본격적인 도입
2대의 신규 서버를 구입하여 VMware vSphereTM를 통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정리하여

적용된 VMware 솔루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노후된 하드웨어들은 예비 서버와 콜센터

VMware vSphere 4.x

서버 보강 등 미션-크리티컬하지 않지만 여유 자원이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였다. 3개월여의

VMware High Availability

작업을 통해 기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고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VMware vMotion

있던 서비스들을 제거해나갈 수 있었다. 차병원그룹의 웹 서비스에 존재하던 300여개의 서브

VMware vCenter Server

도메인들은 87개로 최적화할 수 있었다. 서비스들을 총괄 정리하여 하나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었기에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주)차케어스 U-Healthcare 연구소 팀원들의 숙련된
구축환경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 인텔 서버 S5520 UR, 히타치 AMS2100 스토리지

기존에 사용하던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2008 등 다양한 버전의 운영체제를 그대로

게스트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 2003,

VMware vSphereTM를 통해 가상 서버에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었고 해당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 2008
적용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05, ㅁㄴㅇㅁ
ㄴㅇㅁㅁㅁㄴㅇ

마이크로소프트 IIS,
내부개발 애플리케이션s

ㅁ

위에서 운영되던 각종 애플리케이션도 아무런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당연히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상, 관리상 도움이 되었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지속도 유지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발전된 서비스 제공
(주)차케어스는 이번 가상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다음 단계를 검토 중에 있다.
차병원그룹의 웹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최적화되어 하나의 가상 플랫폼 상에 통합되었다. 가상화
플랫폼을 도입하기 전에 제기되었던 리스크 이슈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확장 또는 연결할 경우 가상화 플랫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전 및 확장이 가능한 전략을 택한 것은 헬스케어 산업군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로 타사보다 훨씬
앞선 전략을 선택하여 성공한 경우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사례삼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IT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비용도 낮추는 전략을 타 서비스로도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결과
·13대의 물리적 서버를 두 대의 물리 서버로 가상서버 구축 및 통합
·향상된 서비스 성능.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의 제거.
·데이터센터 내 랙, 상면, 전력 비용 66% 감소.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몇 시간 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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