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디지털 VAX 레거시 시스템 가상화

CHARON-VAX는 표준 Windows 또는 Linux 기반의 호스트 시스템에 VAX 환경을
구현합니다. 스토로마시스는 노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높아지는 DEC
하드웨어를 신속, 간단,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이를 업계 표준 x86 플랫폼의
엔터프라이즈급 가상 알파 환경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험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운영 체제, 계층 제품 또는
애플리케이션, 절차 및 처리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엔드 유저들은 향상된
성능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마시스의 CHARON-VAX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VAX에 대해 대안을
제공합니다.
CHARON-VAX는 OpenVMS 구동에 적합한 VAX 대안 플랫폼으로 HP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나 변환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가 어느
VAX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되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상화의 혜택: 가상화가 최고의 선택인 이유
• 비즈니스 연속성

•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 재해 복구 시설은 업계 표준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기존 하드웨어를 중복
제공하는 대신 투자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대적인 하드웨어는 기존 레거시 하드웨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하드웨어
이중화와 데이터 복제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킵니다.

• 위험 절감

•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시스템에는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CHARON
솔루션은 레거시 하드웨어를 제거함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의 위험을
제거합니다.
•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주기를 확장해줍니다. 레거시 하드웨어의 수명이
만료해도 그 하드웨어로 구동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구동이 되어야 합니다.
스트로마시스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현대적인
플랫폼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줍니다.

• 비용 절감

• 스트로마시스 솔루션은 대대적인 마이그레이션 보다 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레거시 하드웨어의 연간 서비스 비용보다도 적게 듭니다.
• 전력 소모도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환경에 대한 영향도 줄어듭니다!

• 성능 개선

• 스트로마시스 솔루션은 현대적인 아키텍처에서 실행되어 애플리케이션을 21세기
수준으로 이동해줍니다. CHARON은 기존 하드웨어와 비교하여 명령어 실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업무가 완료됩니다!

• 데이터 센터 통합

• 스트로마시스의 VMware 기반 레거시 시스템 가상화 솔루션은 일반적인 가상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사용하여 100%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 레거시 시스템 하드웨어를 업계 표준 서버 인프라로 교체하면, 현대적인 서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관리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센터
관리 및 운영이 간소화됩니다.
• 최신 네트워크, 제거 가능한 미디어 및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백업 및 아카이빙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마시스를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십시오.

스트로마시스는 레거시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비즈니스를 가상화합니다.
스트로마시스의 전문가들은
노후 하드웨어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HARON-VAX가 지원하는 VAX 모델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모델
MicroVAX II 시스템

가상화 VAX CPU

최대 메모리

1

128 MB

1

256 ~ 512 MB

1

256 ~ 512 MB

5.5-2

2 GB

5.5-2

1

VAX3600, VAX3900

VAX4000-106, VAX3100-96,
VAXstation4000-90

16 MB

1

VAX3100-98, VAX4000-108
VAX3600/3900

128 MB

1

VAX4700/4705, VAX6310
VAX6000-610

256 ~ 512 MB

1

VAX6000-620

1 GB

2

VAX6000-630

3

VAX6000-660

* 추가 SCSI 어댑터가 사용되는 경우는 5.5-2H4임

2 ~ 3 GB

4, 5 또는 6

2 ~ 3 GB

최소 지원 VMS 버전
4.5
4.5

5.5-2*
5.5-2*
4.5

5.5-2
5.5-2

5.5-2

상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스트로마시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CHARON-VAX – 표준 호스트 요구 사항

CHARON-VAX는 에뮬레이트되는 하드웨어에 따라 3Ghz 이상의 CPU와 2~12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서버는 물리적인
서버일 수도 있고 Windows 또는 Linux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VMware 가상 머신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제품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CHARON-VAX가 제공하는 가상화 하드웨어

CHARON-VAX 제품군의 다양한 모델들은 해당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VAX 3600,
MicroVAX II 및 유사 시스템은 가상화 Q-Bus와 Unibus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가상화 VAX 6000 시리즈를 비롯한 기타
시스템은 XMI와 BI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가상화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하위시스템

CHARON-VAX는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가상화 스토리지 모두를 지원합니다. 물리적 스토리지는 CHARON-VAX에
할당되는 로컬 SCSI 디바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 스토리지(컨테이너 파일)은 호스트 시스템에 제공되는 모든
스토리지 하위 시스템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SCSI, SATA, IDE 또는 기타 로컬 스토리지 일 수 있습니다. (USB 포함)
또한 iSCSI, SAN, NAS, Samba/CIFS, NFS 등 호스트가 지원하는 모든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RON-VAX는 또한 OpenVMS 클러스터링을 지원합니다.

입력/출력 하위 시스템

CHARON-VAX는 광범위한 네트워킹 및 문자 터미널 지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CHARON-VAX는 오리지널 VAX
하드웨어에 있는 Ethernet 컨트롤러를 가상화합니다. 이러한 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토콜(DECnet, TCP/IP,
LAT)은 가상 링크에서 실행됩니다.

라이선스 양도 옵션

HP OpenVMS 라이선스 양도
HP의 라이선스를 양도하여 기존 OpenVMS 운영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OpenVMS
운영체제의 양도와 CHARON-VAX환경에서 구동 중인 서버에 대한 계층적인 제품 라이선스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HP
소프트웨어 보증서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HP Services는 HP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CHARON 제품으로
실행되는 HP OpenVMS 소프트웨어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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