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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Disaster Recovery) 센터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서비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고객 맞춤형 DR센터 구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BCP서비스는 이니텍 자체 IDC를 활용하여 BCP 시스템 구축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상시 분산함으로써 

고객사의 거래량 증가 및 대규모 전산 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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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DR센터(core) 고객사 DR센터(core)부하분산 비율

GSLB를 통한 비율 설정

상황 메인센터 BCP 센터 DR 센터

평상시 50% 50% -

재해시 X 운용상황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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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메인센터 채널 서비스 장애 시 평상시

고객사 메인센터 전면장애 시 재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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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BCP 
서비스 
활용 사례

고객 사례 ◆ DR 설계 및 구축, 자체 수행 제공

◆ 24/365 관제 모니터링 제공

◆ GSLB를 이용한 실시간 트래픽 전환

◆ 멀티 ISP 구성에 따른 특정 회선 장애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주센터 ↔ DR센터 간 망 연결 수용 지원 (전용회선, VPN 등)

◆ Source / DB Data 실시간 동기화 구성

◆ 공용 네트워크 / 정보 보호 장비 제공 

◆ 유사시 Active-Active Data Center 구성 (BCP 구성 사전 단계)

◆ 재해복구 전환 훈련 실시

◆  고객사 DB, 채널서버 장애 시  

백업 서비스 제공

◆  DB Migration 작업 시  

백업 서비스 제공

◆  상시 분산 변경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오픈 시 분산 100% 수용

◆  특정거래일 및 거래량 단기간 급증 

상황에 따라 유동적 분산 비율 조정

◆  재해복구 모의 훈련 시  

백업 시스템 활용

◆  채널시스템(인터넷뱅킹) 이기종 분산 시스템 구성

◆  국내 최다 고객 보유 은행의 특정기간 고객 집중 시 

상시 분산 수용

1금융권(은행), 2금융권

◆  특정기간 트래픽 집중 해소

전국 대학교 입학 원서 온라인 접수 분산 시스템

◆  특정기간 트래픽 집중 해소

부산국제영화제 온라인 예매 분산 시스템

멀티 ISP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20년 이상 운영 경험으로

노하우 및 신뢰 겸비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운영 노하우 다수 보유

실시간 재해복구를 위한 

독립된 H/W, S/W 통신망 구성

고객 맞춤형 DR 

구축 및 운영 가능

BCP 서비스 직접 운영을 

통한 신뢰성 증대

자체 IDC (Tier 4 level) 보유로

고객사 추가 센터 구축/운영 

비용 절감 효과

채널서비스 내 BCP 개념 

도입으로 서비스 연속성 

기술력 보유

작은 규모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작 가능

자체 IDC를 통한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보장성 강화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 체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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