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없는 IT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은 

IT 관리자들에게 오래 전부터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특히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플랫폼이 급격히 전이되면서 이를 관리할 

서버 인프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점점 무인화되어 가는 전산센터의 수많은 서버 인프라를 

좀 더 지능적이면서 자동화된 

장애 및 가용성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맨텍의  MCCS Enterprise는 

물리 및 가상 인프라내의 다양한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 및 재해복구를 위한 

자동화된 중앙집중화된 관리 콘솔을 통해 

전체 인프라에 대한 클러스터 통합 관리, 

HA/DR 배포의 자동화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의 완전 자동화된 

중단 없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CCS의 장점 및 기대효과

실시간
데이터 복제

자동 프로비저닝

통합 가용성
관제

서버 클러스터링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가용성 통계 및 추적

사전대응을 통한 

장애요인 최소화

각 장애에 따른

자동화된 복구

서비스의 연속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의 정의

장애감시, 복제, 복구의 
표준화된 프로세싱을 통한 효율성 증대

장애 및 재해 발생시에도 
자동화된 복구를 통한

다운타임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된 

후속 조치와 통합 관리

24*7 장애 대응 및 지원

통합 관리 콘솔을 통한
관제, 알람, 각종 장애 레포팅

특정 이벤트에 대한
자동화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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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최적의 

운영 인프라 확보를 통한 안정성 증대

서비스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사전에 제거

more Up time







MCCS의 에디션

MCCS4
Workgroup 양 노드에 대한 단일 이중화 구성을 지원 합니다.

MCCS4
Enterprise

다양한 환경(P2P, V2V, P2V) 에서 이중화 자동 구성 및 

통합 관리, 사전 모니터링, 레포팅 등의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MCCS4
Virtual

가상 서버에 대한 이중화 자동 구성 및 통합관리, 

사전 모니터링, 레포팅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합니다.

지원 환경

운영체제 Windows

Linux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

응용프로그램

Redhat Enterprise Linux 5 이상
Cent OS 5 이상, Oracle Linux 5 이상
IBM PowerLinux

PCI-e 타입의 낸드 플래시 디스크, 내장 SAS/SATA, 외장 DAS/SAN/iSCSI/NAS

Vmware vSphere, Xen server, MS-Hyper V, RHEV

데이터베이스 : MS-SQL, Oracle, SAP, DB2, MySQL, Maria, EDB, Tibero 등
미들웨어 : Weblogic, Websphere, jBoss, Jeus 등
웹서버 : Apache, Tomcat, IIS 등
기타 : Samba, NFS, CIFS, 사용자개발 프로그램

Windows 7/8, Windows 2003 서버 이상
Windows 2008/R2 서버 이상
Windows 2012/R2 서버 이상

항   목 지원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