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JAPAN SYSTEM CREATE CO, LTD (JSC)

KL9116은 안전한 리모트 엑세스로
공간 절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이름 : Japan System Create Co.,Ltd (JSC)
Website: http://www.jscnet.co.jp/

Japan System Create Co., Ltd. (JSC)는 전문 IT 서비스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 설비의 설정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술 지원 및 네트워크
설치에 관련된 장치 테스트를 위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SC는 2006년 10월 NASDAQ Japan에 상장되었습니다.
사원은 끊임없이 새롭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
one” 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요구사항
장비를 사용하여 Rack에 설치된
콘솔 장치를 대체하고 절약된 공간을
활용
서버의 리모트 제어 및 관리 구현

제품 구매
17” LCD 콘솔이 통합된 KL9116
16 포트 KVM Over the NET™
스위치

결과
보조 콘솔 장치를 제거하여 서버 룸
혼잡을 줄이고, 콘솔 장치가 차지했던
공간에 다른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함
전원 On/Off 동작을 제외하고 작업은
서버 룸이 아닌 작업자의 책상에서
수행될 수 있음
KL9116를 통한 안전한 리모트 엑세스
및 서버 제어는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음

요구사항
콘솔장치가 차지했던 공간을 줄이고 서버의 리모트 제어에 대한 요구를 해결
과거에 JSC는 Rack KVM 스위치 솔루션을 사용하여 서버 관리를 단순화 하였습니다. KVM 스위치는 깔끔한 서버
룸 환경에서 rack에 마운트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VM 스위치에 연결된 콘솔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는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콘솔 장치가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니터의 경우 특히
그러했는데, 전체 Rack 공간의 거의 1/4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ack 마운팅을 통해 얻어지는 공간 절약
장점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추가 콘솔 장치를 적은 장치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로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가 장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서버 룸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원격으로 서버에 엑세스 하는 기능은 중요한 이슈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JSC는 장비를 구입할 때 작업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리모트 관리 솔루션이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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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
공간 절약 및 안전한 리모트 엑세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KL9116 선택
ALTUSEN KL9116는 서버 룸 관리자가 콘솔 장치 수를 최소화하고 서버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도록 합니다. KL9116는 17" LCD 모니터, 키보드, 모니터 모듈에
포함된 터치패드가 내장되어 있고, 키보드/터치패드 모듈은 독립적으로 접어 넣을
수 있습니다. LCD 콘솔을 작업자가 연결된 최대 16대의 컴퓨터를 제어하도록
하는 16 포트 KVM 스위치에 통합하였습니다. KL9116은 IP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항상 특정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컴퓨터에서든 로그인 하고 연결된 서버에 엑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일 1U
크기의 rack 마운트 가능한 하우징 안에 16대의 서버를 위한 KVM 스위치와 콘솔
장치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콘솔 장치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공간이
리모트 엑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KL9116은 암호 보호 및 멀티사용자 인증 및
승인을 포함한 향상된 보안 기능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승인 받지 않은 엑세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KL9116와 연결된 서버에 엑세스가 거부됩니다.

결과
리모트 엑세스 및 작업을 통해 낭비되는 rack 공간을 줄이고 작업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KL9116을 채택한 것은 낭비되는 rack 공간을 줄임으로써 JSC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에 KVM 스위치 및 관련 콘솔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10U 크기의 공간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KL9116를 설치하면 단지 1U
크기의 공간만을 차지하여, JSC는 남은 9U 크기의 rack 공간을 다른 장치들을
위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버 작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작업자의 책상이나 복도 혹은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on/off 제외) KL9116
가 제공하는 리모트 엑세스 기능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KL9116은 하드웨어 솔루션입니다. 연결된 서버에 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과는 다릅니다. 서버의 연산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리모트 관리 환경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전망
KL9116의 리모트 엑세스 기능은 작업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KL9116의 리모트 엑세스 기능은 사용자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자의 책상에서 바로 서버를 제어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KL9116가 설치된 후, 운영자는 여러 서버에 엑세스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어디에서든 서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Over-IP” 엑세스는 리모트 엑세스 기능을 통해 KL9116에 어느 곳에서든 엑세스 할 수 있습니다. 서버 룸
운영자가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동한 경우에도 시스템은 매우 부드럽고 평범하게 동작할 것입니다.
JSC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KVM 스위치 설치로의 이전을 계획 중입니다. 이후에 KL9116 솔루션은 rack 공간을
절약하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 전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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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다이아그램

Japan System Create Co., Ltd (JSC)
Tokyo Headquater : Tokyo Toshima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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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 park building 9F

시스템 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동작 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