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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w world, it is not
the big fish which eats

the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eats the slow fish.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World Economic Forum



Cloud Computing - Disruptive



WWW Technology - Disru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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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volution



3티어 아키텍처 – 2000년대



4티어 아키텍처 – 2010년 이후



IT 인프라 선택의 고민



업무 시스템 현대화





국내 Unix To Linux 전환 사례



Linux vs. Unix



Unix To Linux 전환의 필요성



Unix To Linux 전환 방법론





의료기관 주전산기 WAS Unix To Linux 
전환 컨설팅 배경

낮은 자바 버전으로 인한

확장성과 호환성 문제

필요성 01

시스템 버전업그레이드를 위

한 구조진단

필요성 02

메인 시스템

긴급안정화 계획

필요성 04

개방형 표준 기술인 공개
S/W 전환

필요성 03

확장성/호환성/신뢰성/
안정성 확보

필요성 05

웹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낮은 Java 버전(1.4)의 사용

기술간 상호기술 연동이 어려움

기술고립화로 인한 고도화 확장이 절대적으로 불가

인터페이스 모듈들의 업그레이드 가능여부를 보장하지 못함

낮은버전의 스팩으로 서버구동환경을 운영하여 관련된 많은 인터페이스
모듈들의 업그레이드 가능여부를보장하지 못함

시스템의 버전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기존시스템에서 사용구조의 정확한
구조분석과 사전 전환검증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하는 단계가 필요

정부의 공개 S/W 육성 및 사용 정책

모바일헬스, 진료정보교류, 정밀의료 등 급변하게 변화하는 의료IT산업의
기술 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IT 신기술 도입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이 벤더 종속적 환경을 탈피

 WAS기반구조의 성능개선과 안정화

 Java업그레이드 및 WAS 마이그레이션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증

 효율적 전환체계를 마련

 기존 Java개발환경의 구조진단 및 전수전환을 통해 변화에 따른
고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전 세계가 함께 개발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환경으로 기술기반을 전환



업무시스템 Unix To Linux 전환



JDK 및 WAS 업그레이드



ALM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JDK 및 WAS 전환 – 주요 개선 사항

항목 AS-IS TO-BE

생산성

• 낮음
• 활용도가 높은 최신 오픈소스 모듈
사용 불가 – 대부분 JDK 1.6 이상
지원

• 높음
• 대부분의 최신 오픈소스 활용 가능
• 람다와 같은 최신 문법으로 코딩량 감
소 등 생산성 증가

성능 및 보안 • 낮음 • 높음

최신기술 • 활용 불가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Spring 

Framework 등 활용 가능

최신 • JDK 1.4 의 치명적인 문제 EOL • 최신 JDK 1.8 환경으로 전환

최신 소프트웨어
지원

• JEUS 최신 버전 지원 불가
• JEUS 4.x EOL
• 제니퍼, KHAN 등 최신 솔루션 지원
불가

• 최신 JBoss EAP 7.0(6.4) 버전으로 전환
• 향후 기술지원 가능한 최신 버전
• 최신 솔루션 지원 가능

보안 • SSL 도입 불가 • SSL 환경 적용 가능



WAS 전환검증 사업 : 프로젝트 기대 효과





웹시스템 Unix To Linux 전환 개요



IT 인프라 최적화 사업의 핵심은?



기존 Unix  To Linux  -
Big Bang Approach



기존 Unix  To Linux  -
Big Bang Approach



Smart Unix To Linux –
2 Step Approach 



Opennaru, Inc. ©   2016 | All Rights Reserved.       - Confidential -



Opennaru, Inc. ©   2016 | All Rights Reserved.       - Confident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