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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일반사항 

㈜ 래빗소프트는 오픈소스 인프라 소프트웨어 컨설팅 전문 업체로,  
IT인프라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오픈소스 기술지원 및 개발에 대한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오픈소스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 표준화 및 안정화, IT서비스 컨설팅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 주요사업 

Total Service Consulting 
People, Process, Technology
전반 
 - 비즈니스, 서비스 지향 조직설계 
 - 기술적용 및 구조 개선 
 - 기획, 개발, 운영, 기술지원   
   프로세스 전반 개선 
 - 구성원 역량 향상 시스템 개발 
 - 내외부 협업 개선 체계 수립 
 - 협업시스템 도입 가이드 

오픈소스
SW 

컨설팅 

운영 
표준화 
안정화 

IT 
서비스 
컨설팅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프로세스 
- 고객요구사항 파악 
- 표준화 가이드 
- 기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과    
  성능 개선 컨설팅 
- 장애 대응 및 조치 
- VoC 관리 
- IT운영체계 리모델링 

OS/Web,WAS/DBMS  
- 오픈소스 전환 
- 라이선스 비용절감 컨설팅 
- 고가용성(HA) 구축 
- 클러스터(부하분산) 구축 
-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아키텍처 재설계 
- 관리정책 가이드 

www.rabbitsoft.co.kr 

구분 내용 

회사명 ㈜래빗소프트 

사업개시일 2016년 2월 1일 

주소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920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전화번호 02-2088-7270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설팅, 솔루션 공급 

솔루션 

       Linux (Rocky, CentOS, Red Hat, Oracle) 
       Web (Apache HTTP Server) 
       WAS(Tomcat) 
       DB(MariaDB, MySQL) 
       DB HA/Cluster(RS-Smart HA, Galera Cluster) 
       DB Proxy(ProxySQL, MaxScale) 
       FEP(Fujitsu Enterprise Postgres) 
       서버 HA솔루션(RoseHA) 
       망연계(Hunesion i-OneNet) 

홈페이지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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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www.rabbitsoft.co.kr 

국내 유수의 기관 및 기업들이  래빗소프트의 오픈소스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 금융 공공/교육 제조 

서비스 

의료 

https://www.crefia.or.kr/portal/main/main.xx
http://www.kgc.co.kr/
http://www.kt.com/main.jsp
http://www.kyobobook.co.kr/index.laf
http://www.lina.co.kr/main/main.htm
https://www.nhqv.com/main.html
http://www.kinfa.or.kr/home/
http://www.maeil.com/
http://www.bgfretail.com/company/main.do
http://www.nonghyup.com/Main/main.aspx#mainWrap
http://www.hanais.co.kr/index.do
http://www.duco.or.kr/
http://www.kma.go.kr/index.jsp
https://www.jbbank.co.kr/MAIN.act?_MENU_PRJ_TYPE_=PLIBS#jbbank
https://www.cosmotown.co.kr/
https://www.medialog.co.kr/


6 

1. 회사개요 > Reference 

국내 유수의 기관 및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래빗소프트의 오픈소스 컨설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Block 
Chain 

Smart 
City 

Cloud 

보안 

통합 
관제 

메시
징 

UC 
유통
물류 

Big 
Data 

5G 

오픈 
뱅킹 

의료 

교육 

결제
인증 

https://www.jbbank.co.kr/MAIN.act?_MENU_PRJ_TYPE_=PLIBS#jbbank
http://www.duco.or.kr/
http://kpic.koreapost.go.kr/kpic/index.do
http://www.nonghyup.com/Main/main.aspx#mainWrap
https://www.nhqv.com/main.html
http://www.bgfretail.com/company/main.do
http://www.amc.seoul.kr/asan/main.do
http://www.kyobobook.co.kr/index.laf
https://www.cosmotown.co.kr/
http://www.kt.com/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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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방송시스템 유
지보수 
  Linux 

사업명 / 관련분야 컨설팅 실적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신속한 운영체제 취약점 조치를 통한 보안 최적화  

법무부 서비스 장애지원 
  Linux, Tomcat 

솔루션 Vendor 입장이 아닌, 고객사 서비스 관점 가이드 
특정 Infra가 아닌 종합 분석 통한 근본원인, 해결책 제시 

쇼핑몰 Web/WAS  
업그레이드 및 성능 최적화  
 Linux, Apache, Tomcat  

경영공시 시스템 구축 
 Apache, Tomcat  

UC 솔루션 성능개선  
  MariaDB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MySQL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재구축, 튜닝 통한 성능최적화 
접속 속도 3배 향상, 에러율 0% 달성 

Load Balancing 및 Session Clustering 구축 
라이선스 비용 Zero, 고가용성 구축, 서비스 안정성 Up  

Application 고도화 이후 속도저하 현상 DB Tuning 
4개월 넘게 지속되던 속도저하 현상 해결 

DB 최초구축 이슈로 속도 저하, 프로젝트 지연 발생 해결 
DB재구축 및 튜닝 후 1억 건 단일 Query  10분 내 조회 

CTX  DB 이중화 구축 
  MariaDB – MHA  
 -> RS-Smart HA 전환 

Cloud 전환 DB  이중화 구성 및 최적화 Tuning 
1일 3억 Query 안정적 서비스 및 고가용성 환경 확보  

www.rabbitsoft.co.kr 

http://www.kgc.co.kr/
https://www.crefia.or.kr/portal/main/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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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www.rabbitsoft.co.kr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이이씨엘리트 
윤선생 영어학습시스템 DB/WAS 기술지원 

(이슈점검 및 인프라 개선 포함) 2022.9~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클래스카드 영어 학습용DB 백업/복원 자동화 구축  2022.8~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합홈페이지/보건산업통계 MariaDB 구축 2022.5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현대이지웰 
복지서비스 MariaDB 유지보수 
MariaDB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2022.5~2022.11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한국중부발전 클라우드 PC 포털 DB 이슈 컨설팅 2022.2 오픈소스 DB  컨설팅 MariaDB 

이투마스 MariaDB 성능개선 튜닝 / 안정화 및 유지보수 2022.1~2023.1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클래스카드 영어 학습용 DB  기술지원 2022.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제이티통신 아이알리미 서비스 DB 기술지원 2021. 11 ~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민족) 외부VOC 분석 시스템 DB HA 

구축 2021. 12~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 RS-Smart HA 

서울교통공사  1, 4호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사업 2021. 3~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 RS-Smart HA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민족) 내부VOC분석 시스템 DB HA 구축 2020. 12~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 RS-Smart HA 

국군 3707부대 SSO서버 구축 2020. 1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우정사업정보센터 NRMS솔루션 DB 성능이슈 분석 및 튜닝 컨설팅  2020. 9~ 오픈소스 DB  컨설팅 MariaDB 

삼성전자 Public Cloud 전환 기술지원 2020. 8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컨설팅 실적 Database (MariaDB, MySQL, MHA, RS-Smar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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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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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신한금융 메시징 모니터링 서비스(SMMS) 구축/유지보수 2020. 6~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 RS-Smart HA 

줌마 HOMEPICK DB HA 솔루션 도입 2020. 3~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 RS-Smart HA 

삼성SDS 통합보안관제 DB HA 솔루션 도입 2020. 2~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 RS-Smart HA 

KDB생명 MDM솔루션 오픈소스 구축 2020. 3~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2020.1~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체계 DB HA 솔루션 업그레이드 2019. 12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MHA -> RS-Smart HA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DB HA 구축/유지보수 2019. 9~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 RS-Smart HA 

브이피 
앱위변조 차단/생체인증(FIDO) 솔루션  

MySQL/MariaDB 유지보수 2019. 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 MariaDB 

NH농협은행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MySQL 유지보수 2019. 5~2020. 4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NH농협은행 차세대 보안관제 MySQL HA 유지보수/DR연동 2019. 1~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 RS-Smart HA 

NH농협중앙회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MySQL HA 구축 2018. 11~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 RS-Smart HA 

크레텍책임 
크레텍웰딩 

CTX(온라인주문시스템)-UC-Ebiz 
DB HA 구축 및 성능개선 컨설팅/유지보수 

2017. 12~2018. 4 
2018. 5~ 

오픈소스 DB 컨설팅 
MariaDB / MySQL 

MHA -> RS-Smart HA 

컨설팅 실적 Database (MariaDB, MySQL, MHA, RS-Smar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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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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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적 Database (MariaDB, MySQL, MHA, RS-Smart HA)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서울아산병원 정밀의료플랫폼 DB 구축 및 유지보수 2019. 10~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한국인터넷진흥원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DB HA 유지보수 추가 2019. 7~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이베스트투자증권 MariaDB  성능개선 컨설팅 2019. 4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한국인터넷진흥원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DB HA 유지보수  

추가 계약 2019.7~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평화이즈 평화가족 홈페이지 DB 기술지원 2019. 5~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오픈소스 MySQL 유지보수 2019. 4~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제니엘시스템 MariaDB 성능개선 컨설팅 2019. 3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KT MySQL 구축 및 데이터이관 2019. 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대구도시공사 Smart City 자율주행 관제 DB 구축 2018. 10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한국인터넷진흥원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DB 이중화 2018. 8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MHA 

삼성SDS 삼성 디스플레이 EFSS DB 유지보수 2018. 5~7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MHA 

광주은행 MariaDB 성능개선 튜닝 / 이중화 구축 2018. 5~현재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MHA 

전북은행 MariaDB 이중화 구축 2018. 3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MHA 

대구도시공사 대구 수성의료지구 Smart City 구축  2018. 3~현재 오픈소스 DB  이중화 MariaDB/ MHA 

제주항공 L포인트 연계 DB 구축 및 기술지원 2018. 2~현재 오픈소스 DB  구축 MySQL/MHA 

하나펀드서비스 CRM DB 유지보수 2018.2~현재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NH농협 차세대 보안관제 DB 기술지원 2018. 1~1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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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적 Database (MariaDB, MySQL, MHA)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BGF리테일 TMS솔루션 DBMS 구축 2017.11 오픈소스 DB 구축 MariaDB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DBMS 재구축 및 데이터 이관 2017.10 오픈소스 DB 구축 MySQL 

SK브로드밴드 MySQL 기술지원 2017. 9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ySQL 

현대중공업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7. 8 오픈소스 구축 
MariaDB Apache/Tomcat/ 

CentOS 

삼성SDS 
EFSS DB HA 이슈 진단 컨설팅 

EFSS DB 유지보수 
2017. 7 

2018. 1~5 
오픈소스 DB 이중화 

MySQL 
MHA 

NH투자증권 UC솔루션 DB 이중화 구축 2017. 5 오픈소스 DB HA 구축 
MariaDB 

MHA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채첨관리시스템  서버 재구축 2017. 3 오픈소스 DB 구축 MySQL 

교보문고 교보문고 IT인프라 유지보수 2017. 1 ~ 현재 오픈소스 유지보수 MySQL / MariaDB 

유라코퍼레이션 MES시스템  DB 이슈 진단 컨설팅 2017. 2 오픈소스 DB 진단 MariaDB 

서울도시철도공사 MDM솔루션 DBMS 튜닝 2017. 1 오픈소스 DB 튜닝 MySQL 

라이나생명 이메일 연계시스템(망연계 솔루션) 구축 2016. 1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MariaDB 

국민연금공단 2016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2016. 11 오픈소스 DB 구축/튜닝 MySQL 

서초구청 UC솔루션 성능개선 2016. 10 오픈소스 DB 튜닝 MariaDB 

육군본부 군 스마트폰 활용체계 기술지원 2016. 8 오픈소스 DB 장애지원 
MariaDB 

Galera Cluster 

GS에너지 GS에너지 자회사 그룹웨어 구축 2016. 6 
오픈소스 DB  

장애지원/재구축-Tuning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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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www.rabbitsoft.co.kr 

컨설팅 실적 Web/WAS (Apache, Tomcat - Clustering) 부문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이이씨엘리트 
윤선생 영어학습시스템 DB/WAS 기술지원 

(이슈점검 및 인프라 개선 포함) 2022. 9~ 오픈소스 WAS 기술지원 Tomcat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2021. 4~ 오픈소스 Web/WAS 구축 
Apache/Tomcat 
Load Balancing 

Session Clustering 

서울교통공사  1, 4호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사업 2021. 3~  오픈소스 Web/WAS 구축 Apache/Tomcat 

국군 3707부대 SSO서버 구축 2020. 12~ 오픈소스 DB 기술지원 Tomcat 

광운대학교 KLAS시스템 Web/WAS 유지보수 2020. 10 ~ 오픈소스 Web/WAS 유지보수 Apache/Tomcat 

KDB생명 MDM솔루션 오픈소스 구축 2020. 3 ~ 오픈소스 Web/WAS 기술지원 Apache/Tomcat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Digitalization 사업 Web/WAS 이중화 재구축 2018. 11 오픈소스 Web/WAS 구축 
Apache/Tomcat 
Load Balancing 

Session Clustering 

퍼스트애드 광고관리 시스템 서버 증설 2018. 11 오픈소스 Web/WAS 구축 Apache/Tomcat 

GS에너지 모바일 게이트웨이 서버 클라우드 이전 2017. 12 오픈소스 Web 기술지원 Apache 

LF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지연 이슈 조치 2017. 8 ~ 9 오픈소스 Web/WAS 컨설팅 Apache/Tomcat 

폭스바겐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Digitalization 사업 Web/WAS 이중화 구축 2017. 5 ~ 6 오픈소스 Web/WAS 구축 
Apache/Tomcat 
Load Balancing 

Session Clustering 

한국전력공사 클라우드 전환 PoC (미들웨어 부문) 2017. 6 ~  오픈소스 Web/WAS 검증 Apache/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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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www.rabbitsoft.co.kr 

컨설팅 실적 Web/WAS (Apache, Tomcat - Clustering) 부문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아이스크림키즈 누리놀이 서비스 WAS 유지보수 2017. 5 ~  오픈소스 WAS 유지보수 Tomcat 

시공미디어 누리놀이 서비스 WAS 이관/구축 2017. 4 오픈소스 Web/WAS 구축 Apache/Tomcat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WAS 구축 2016. 9~10 오픈소스 구축 Apache/Tomcat 

KGC인삼공사 쇼핑몰 Web/WAS 업그레이드 및 최적화  2016. 9 오픈소스 최적화/성능튜닝 
Apache/Tomcat 

CentOS 

여신금융협회 경영공시 시스템 Web/WAS 이중화  2016. 9 오픈소스 Web/WAS 이중화 
Apache/Tomcat 
Load Balancing 

Session Clustering 

여신금융협회 경영공시 시스템 Web/WAS 구축  2016. 8 오픈소스 Web/WAS 구춗 
Apache, Tomcat 

MySQL, PHP 

중앙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 WAS 기술지원 2016. 5 오픈소스 장애지원 Tomcat 

SK텔레콤 법무부 서비스 WAS 기술지원 2016. 3 오픈소스 장애지원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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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실적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구축 Linux 이슈 컨설팅 기술지원 2021. 11 오픈소스 컨설팅 Linux / CentOS 

서울교통공사  1, 4호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사업 2021. 3~ 오픈소스 구축 Linux 

KB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차단/예외승인 Linux 유지보수 2018. 1~ 오픈소스 유지보수 Linux /CentOS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서버 Linux 전환 기술지원 2017. 12 
오픈소스 전환 

(Enterprise -> Community) 
RHEL to CentOS (L2L) 

KB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차단/예외승인  Linux 구축 2017. 9~12 오픈소스 구축 Linux / CentOS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 오픈 장애 대비 기술지원 2017. 7 오픈소스 기술지원 Linux/RHEL 

한국교육과정평가원 Linux 보안 취약점 조치 2017. 3 오픈소스 보안 설정 Linux / CentOS 

한국전자인증 콜센터 시스템 이슈 진단 컨설팅 2017. 1 오픈소스 장애 분석 Linux / CentOS 

SK브로드밴드 EPG DB서비스 DR 구축 2016. 11 오픈소스 구축 Linux/RHEL 

SK브로드밴드 미디어 DB 구축 2016. 11 오픈소스 구축 Linux /RHEL 

KB국민은행 서버 OS 기술지원 2016. 7 오픈소스 OS 설정지원 Linux / RHEL 

SK DB서버 OS 기술지원 2016. 6 오픈소스 OS 점검지원 Linux / RHEL 

한국콘텐츠진흥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016. 6 ~ 12 오픈소스 유지보수 Linux / RHEL 

한화S&C 한화S&C IT인프라 통합유지보수 2016. 3 ~ 12 오픈소스 유지보수 Linux, Apache, Tomcat 

OS (Linux – L2L) 부문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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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Reference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지원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유경험 

고객사 사업명 참여기간 사업분야 관련기술 

SK 브로드밴드 오픈소스 구축/유지보수 2013 ~ 2015년 오픈소스 구축/유지보수 Redhat Linux 

SK텔레콤 오픈소스 유지보수 2013년 오픈소스 유지보수 
Redhat Linux, Apache, 

Tomcat, MySQL 

LG 전자 Linux 클러스터 구축 2014년 오픈소스 OS HA 구축 Redhat  RHCS 외 

롯데정보통신 롯데 이비카드 유지보수 2014년~2015년 오픈소스 OS 유지보수 Redhat/Oracle Linux 외 

PoscoICT 포스코 Linux 유지보수 2014년 오픈소스 OS 유지보수 Redhat Linux 외 

삼성SDS SBC삼성방송센터 Linux서버 구축 2014년 오픈소스 OS 구축 Rehat Linux  

육군본부 
3군사령부 스마트폰  

군 활용체계 시스템 구축 2015년 오픈소스 OS/WAS/DB 구축 
CentOS/MariaDB  
Apache/Tomcat 

문화체육관광부 모바일 공직자 통합메일 서버 구축 2014년 오픈소스 DB 구축 MySQL 

한국남동발전 메신저 DB 이중화 구축 2014년 오픈소스 DB 구축/이중화 MariaDB / MHA 

이베이 코리아 
(옥션/G마켓) 

오픈소스 DB 구축 2014년 오픈소스 DB 구축/이중화 MariaDB / MHA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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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설립한 <래빗소프트>는  
IT서비스 및 오픈소스 전문기업에서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개발 분야에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모여 만든 기업입니다. 
 
 
<래빗소프트>의 구성원들은  
공공, 국방, 제조, 금융,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가치 향상에 충실한 서비스를 만들자”는 원칙에서  
고객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고객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다양한 선택의 폭, 이용의 편리성, 합리적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으며, 그 결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래빗소프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이끌어 가는 IT서비스 선도기업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래빗소프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고객의 IT비용을 절감하고 가치를 높이는 오픈소스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1. 회사개요 > 설립배경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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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원칙 Listen, Sympathize & Reflect 

일방적인 제안이나 1회성 솔루션 판매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고민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투자 비용 대비 체감할 수 있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고객이 이야기하는 Needs 외에도 내면의 Wants를 파악합니다. 

유연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항상 고객의 이슈를 해결하며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Listen 

Reflect 

Sympathize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충실한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래빗소프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바탕에는  
고객의 예산 절감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1. 회사개요 > 사업원칙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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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지향점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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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분야 > 제안배경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 내부 인프라 SW 투자 및 관리 소홀 

Vendor 위주, 하드웨어 위주의 종속된 투자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IT부서,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 

Business 

Development Operation Security 

Build it Faster Keep it Stable Keep it Safe 

H/W와 App 사이의 
SW인프라의  

체계적 도입/구축 
Knowhow 부족과 

기존방식의 한계 도달 

방향 

결과 
비즈니스 수요에 맞춰 

인프라 준비 지연 
신규도입/증설 후에도  

예상보다 성능저하 

매번 신규 도입이나 
증설로 해결 

아무래도 
Vendor 지원이  

안정적일 것이다? 

막대한 도입/유지비용 
Vendor에 종속 

Vendor가 해결 못하면 
속수무책 

원인 
초기 도입 시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 되어야 
안정적인데, 

사후관리 비용부담으로 방치 

App이나 HW보안에만 
치중 

인프라 SW  
보안 관리 방치 

각종 보안솔루션 
도입했으니 
이제 안심? 

보안의 사각지대 발생 
- 인프라 소프트웨어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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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분야 > 제안배경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 확신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오픈소스 전환 

클라우드 전환 

H/W증설과 
App수정만 시도 

통합 운영 
통합 유지보수 

시행착오의 원인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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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dcr.naver.com/adcr?x=luhMK5B3YFjnLafPAO2G6f///w==tZ+Xq2GpVKqjzdjQ+9Z2XeXRatpsxOK4sFkkFsl9xfAMy9Qs41Q30x2Z/chWveIMiGG3t6tCteLvcdf3e6YJ0dkffgBz1MTq+OWVLGkP2PrBWKDXU+lQnyvfLkK5ICXCYI8Er8XCO2xrnORjNvCQlUJ6wMke3pG3Y6UBMwMq/EMMU+MmRoca2weaSYVKMVALTuuiVDn26V+f65nq5YEzeKE+tkwrGenbtHl3joPnEobTW/ZTtk8Isdj0+NTggFeS+fsjhdoDpQzk+7a7A5p6F9db7gd+XUEAC9lzxDt2nBUzfd7m1J0QHLVjA4W8ZkkBBVvWPhlFrZmE21cDIuK+T41eOugj+DS/qTVSu15LZcIuuu+na+jExiLNxI3Aww31x7U2gLweCuAkSaCEp79HB2mLUaS0R1j3/NjWyD2Awkj8OXpOmZu4Zxb500Gfw+x8yqsSmQFWhZrN5m8oU5X5Li/MRdLD5PJw4glszEM0vs7cawvdVgyufltYTsc3mvOBH5un9xvtXuRgN+8w/9hOBE+W6GjYreKqiKg6WIM1mEo49EFzXSc5NEk/xilOABCxJk3JJrK0ZQhQBtPsyy+3SJOqgNn/bC2urv72r+YMeVx5af+c/Mn5M10m7YQfb0SaQG/Z3DssXaEOKZQDpZ0apg9YBL1BAX2X1RrUN3dtBkYI=
http://www.kt-idc.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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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분야 > 제안배경 인프라 비용절감이 어려운 현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Vendor 종속성의 실제 사례 

•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 상위 버전 구매 유도 
• 주기적  유지보수 요율 인상 – 년간 22% 이상 
• 하드웨어 사양(Core/Socket 단위) 부과로 가격 부담  

SW 
Vendor 

HW 
Vendor 

UNIX 시스템 

오픈소스 

SW 
Vendor 

오픈소스나 클라우드로 전환하더라도 Vendor 종속 여전 

• 하드웨어 사양(Core/Socket 단위) 부과로 가격 부담 
• 서비스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년단위 금액 매년 부담 의무  
• 미사용 라이선스 재사용 등 고객의 선택권이 없음 
•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서 받아야 하는 온라인 Self-Service  

• 운영체제가 전용 HW에서만 동작 
• Vendor에서 취약점 조치될 때까지 무조건 대기 불가피 

Cloud 
• AWS나 MS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오라클 DB를 이용한다면  
       기존에 부과되던 라이선스보다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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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일까? 대안은? 

  - APP 개발 프로젝트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인프라 SW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음 

  - 플랫폼에 맞는 적합한 인프라 SW 선정 및 초기구축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 못함(무조건 New버전 채택 등) 

① 솔루션 개발사의 인프라 구축 제안에 의존 

- 개발자의 구축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이중화 및 자동복구 측면 소홀 

- Active-Standby, Active-Active 구성 및 서비스 특성을 미고려 

- HA 상용 솔루션이 고가이다 보니, 도입 자체를 포기    

② 기능구현에 치중하다 보니, 서비스 연속성 대비 소홀  

- 최초 도입 직후 사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성능 상 이슈가 없지만, 

  사용자 증가, 점차적인 변경사항 발생으로 시스템 복잡도 증가 

- 인프라 SW의 적절한 튜닝이 아닌 APP 수정만으로는  

  성능이슈 해결 어려움 (임시 조치로 계속 대응, 근본적 해결 불가) 

③ 예상했던 것보다 APP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라이선스 비용 
부담없는 
오픈소스 

Community 
HA 솔루션  

구축 

서비스 용량 
고려 

인프라SW 
전문가 

튜닝 실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인프라 SW  
선정 및 구축 

Application 구축 이후 상황… 2. 사업분야 > 제안배경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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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Web/WAS/DB 
 운영체제, 웹서버,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비용은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고객의 라이센스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이 무료인 오픈소스 Community 버전을  
래빗소프트 고유의 전문 기술서비스와 결합하여 
유료 Enterprise 버전에 버금가는 비용 대비 최적의 솔루션으로 구축하여 드립니다. 

2. 사업분야 > 중점분야 

오픈소스 구축 
 고객서비스 환경과 운영 사이클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요구사항 파악 및 기본적인 설치부터, 서비스를 위한 환경설정, 장애 및 취약
점 조치 , 고객사 스케줄에 따른 작업 지원, 긴급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상주, 고가
용성 및 부하분산 시스템 구성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픈소스 유지보수 
 전문화 및 체계화된 유지보수를 통하여 고객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지원합니다. 
 OS, WAS, DB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기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시  
초기 대응시간을 단축합니다. 
 정기·특별점검, 소프트웨어 진단 등을 통하여 장애처리에서 장애예방 중심으로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패치, 업데이트 및 보안취약점 조치 및 장애 대응에 있어, 고객사 서비스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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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고객서비스 환경에 맞게 구축합니다. 
요구사항 파악 및 협의부터 설치, 구성, 안정화, 운영지원, 장애조치, 고가용성 시스템 구축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mergency Call 
- 긴급 장애조치 및 복구 
- 긴급 변경 및 작업 지원 
 
 
Project Support  
- 신규 오픈소스 시스템 호환성 Test 
- PoC 및 Test 지원 
- 성능 이슈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전문엔지니어 비상주/상주 별도 협의 

 
 

High Availability Support 
- 서비스 고가용성(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한 솔루션 구축 서비스 
시스템 장애감지 및 Auto Fail-Over  
하드웨어, 네트워크, DBMS 서비스, 서버 프로세스, APP장애 등  
시스템 장애 감지 하여 Fail-Over 지원  
 
 
Database HA/Cluster & Load Balancing 
고객사 보유 시스템 및 정책을 고려한 최적의 고가용성  
환경 구축 
- Master-Slave Replication 
  Asynchronous 방식과 Semi-Sync 방식으로 구성 지원 
- RS-Smart HA(MRM) for MariaDB & MySQL 
 Replication 구조에서 데이터 일관성 및 Master의 HA 구성 지원  

Basic Install 
OS/Web/WAS/DB 초기 설치 
- 기본 패키지 설치 
- 기본 설정 및 서비스 활성화 

 
Standard Install  
- OS/Web/WAS/DB  표준설치  
- 최초 설치/설정/구축  
- 서비스 오픈 지원 
- 초기 안정화 지원 
- Update & Patch Service 
 
Carepack  
 - 장애조치 
 - 취약점 조치, Update, Patch, bug-fix 
 - 설정/구성 변경 시 지원 
 - 비상대기(서비스 오픈 or 연관 작업 대기 
 
Servicepack  
(Install & Carepack & Operation Support) 
 - 요구사항 파악/협의 
 - 최초설치 
 - 설정/구성 변경 시 지원 
 - 장애조치 
 - 취약점 조치, Updata, Patch, bug-fix 
 - 비상대기(서비스 오픈 or 연관 작업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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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분야 > 오픈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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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유지보수 서비스는   
분야별 전문엔지니어가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과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에 긴급 복구조치를 통해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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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일상지원 : 8 X 5 기술지원 

  최신 보안패치 및 버그패치 권고 및 수행 

 제품 업데이트, 최적화, 모니터링, 온라인지원, 기술자문 등 지원 

 운영담당자와 기술지원에 대한 의사소통 

 기타 사유로 인한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 재설치, 이전설치 
수행(별도 협의) 

 기타 신규 서버 도입 시 설치 지원 협의(별도 계약) 

예방정비 
 월/분기/반기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타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여부 확인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오류(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결함수정 
 시스템(H/W, S/W) 운영 중 발견되는 관련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운영하고자 하는 환경과 기능 또는 구성상 일치되지 않을 경우 보완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오류발생, 비정상 종료 등 기타 시스템 운영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비상지원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수행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24 X 365 지원체계 유지 

 장애복구는 장애발생 직전 시점의 운영가능한 상태로 복구‧유지 

 최초 접수 후 30분 이내 1차 응답 

 평일 주간 기준 최초 응답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4시간 이내 장애복구 

 야간 및 휴일의 경우 4시간 이내 현장도착/6시간 이내 장애복구  
 (계약 시 별도 협의) 

 장애복구 완료 후 성능점검 테스트 및 정상 서비스 여부 확인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분석‧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2. 사업분야 > 오픈소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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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ervice Consulting 

IT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려면, 
IT 운영 효율성 중심에서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 중심으로 서비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전략, 설계, 전환, 운영 각 단계별로 현상태를 진단 및 분석하여, 
Technology(System Infra) 관점 외 People(조직) 및 Process(업무절차) 관점에서  
래빗소프트만의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직 
개선 

업무 절차 
개선 

기술 
개선 

- 기술적용 관점 
- 최적 솔루션/서비스  
  구성 제안 
- 비용절감 시스템구성  
  가이드 
- 가용성/확장성/보안성 
  보장 방안 

- HW 및 SW 도입절차 개선 
- 구축 표준화 
  (시간 단축/재작업 감소) 
- 사업관리/산출물 표준화 
-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가이드 
- 자산관리 표준화 제안 
- 사업부조직/운영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지연 해소 
- 개발조직/운영조직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도입 

- Service-Oriented 
  내부조직 운영방안 제안 
- 고객사 환경 및 서비스에    
   맞는 조직 편성 가이드 
- 기술인력 성과관리 
- 개발인력 Infra역량 강화 
- 기술/운영인력 역량 평가  
- IT 인력 채용 기준 수립  
  및 조기 전력화 가이드 
- 학습조직 운영/지식DB 구축 
- 조직 내부 운영지침 수립 

& + 

2. 사업분야 > IT서비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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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분야 > 오픈소스 인프라 S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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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고성능 인프라 & 저비용 고효율 SW 컨설팅 

Linux OS 

Web Server 

WAS 

DBMS 

     

Software 
Load Balancer 

DB Backup 

Monitoring 
& Management 

DB  
– HA & Cluster 

DB - Proxy 

RS–Smart HA 



OS 
- Rocky Linux 
Rocky Linux는 Red Hat Enterprise Linux ® 와 100% 버그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오픈 소스 엔터프라이즈 운영 체제입니다. 
REDHAT ENTERPRISE LINUX와 100% 호환 목표 
Rocky Linux는 RHEL ® 에서 직접 소스를 재구축 하므로 사용 사례에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Rocky Linux는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10년 지원 수명 주기로 견고한 안정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Rocky Linux는 무료이며 자유롭게 재배포 할 수 있습니다. 
 

Web-WAS 
애플리케이션 자원에 대한 조치 시작, 중지 및 스케줄링을 담당합니다. 
 - Apache 
Apache HTTP Server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하는 HTTP 웹 서버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웹 서버이며, 
2016년 3월 현재 세계 전체 웹 서버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톰캣(Tomcat), Resin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Open-SSL, Mod-SSL 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엔터프라이즈 웹서비스의 개발, 배치, 관리의 용이성 제공 
클러스터링 및 로드밸런싱 환경 완벽 지원 
Web 서버의 기본적인 기능 제공 및 다양한 모듈 제공 
WAS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유연한 대처 가능 
 
 - Tomcat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서블릿 컨테이너(또는 웹 컨테이너)만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아파치 톰캣은 Apache Licence, Version 2를 채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톰캣은 웹 서버와 연동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바 환경을 제공하여 자
바 서버 페이지(JSP)와 자바 서블릿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ache 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Apache, IIS 등의 웹서버와 연동 가능 
Web 컨테이너로서는 가장 넓게 보급되어 있음 
서블릿이나 JSP를 실행하기 위한 서블릿 컨테이너를 제공 
상용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도 서블릿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표준을 준수한 100% 순수 자바 플랫폼 

고객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Open Source Community 소프트웨어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적인 솔루션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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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 MariaDB 
MariaDB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입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MySQL을 기본으로 확대 
발전시킨 오픈소스 DBMS 입니다. 
MySQL과 동일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며, 사용방법과 구조가 동일하고 GPL v2 라이선스를 따르는 순수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MariaDB에는 새로운 저장 엔진인 아리아(Aria)뿐만 아니라, InnoDB를 교체할 수 있는 XtraDB 저장 엔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ySQL과 비교해 애플리케이션 부분 속도가 약 4~5배 정도 빠르며,  
MySQL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최고 70%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ariaDB는 MySQL과 소스코드를 같이 하므로 사용방법과 구조가 MySQL과 유사합니다. 
 
 
- MySQL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입니다. 
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 형식의 구조 질의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2008년 MySQL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인수되었고, 오라클(Oracle)사가 SunMicroSystems를 인수하면서 
MySQL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인 ‘커뮤니티 버전’(Community Edition)과 
Oracle사에서 커뮤니티 버전을 확장하여 개선시킨 유료의 ‘스탠더드/엔터프라이즈 버전’(Standard/Enterprise Edition)이 존재합니다 

고객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Open Source Community 소프트웨어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적인 솔루션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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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Hybrid IT 플랫폼 컨설팅 

클라우드가 좋다는 건 알지만, 모두 이전할 수도 없고 준비도 없이 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비용도 줄이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만족시킬 수는 없나? 

고객의 현실과 해결방안 

업무생산성 
향상 

Cloud 등 
Next - New분
야 기획집중 

운영자의 고민 발생원인 해결방안 

오픈소스Community 
도입/구축 및 유지보수 

상용솔루션  
공급사가 아닌 

오픈소스 Community 
컨설팅 전문파트너 

선정/협업 

오픈소스 Community 
OS/Web/WAS/DB 전반 

통합 최적화로 해결 

오픈소스 Community 
HA /백업/부하분산 구축 

기대효과 

CAPEX 
/ OPEX  

모두 절감 

인프라 
가용성 
및 성능 

수준 확보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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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Hybrid IT 플랫폼 컨설팅 

래빗소프트 Open Hybrid IT Model 
고객을 위한 경험개선을 위해 
기존 IT인프라와 클라우드의 최적의 조합을 통한 운영 최적화 

비용절감 
최적화 

Risk 방지 
가용성 향상 

초과투자 
위험성 
제거 

고객을 
위한 

경험개선 

전통적 
IT 환경 

가상화 
& HA 

Private 
Cloud 

Managed 
Cloud 

Public 
Cloud 

On-Premises Off-Premises 

래빗소프트 Open Hybrid IT 전문 서비스 

기존 자산활용 
오픈소스 

선택적 전환/구축 

고가용성 
부하분산 
환경 구축 

고객 선택형  
 클라우드 혁신 환경 구축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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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Hybrid IT 플랫폼 컨설팅 

기존 투자한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가기 전에 
현 인프라부터 분석하고 최적화부터 해야  

방법론 > Workflow 

• 환경/현황 분석 
• 최적화 전략 수립 
• 이관 계획 수립 

Assessment 

(적합성 평가) 

PoC 

(시범적용) 

Design 

(설계) 

Optimization 

(최적화) 

• PoC  계획 수립 
• PoC 수행 
• PoC 결과 분석 

• 인프라SW 구성 및 
조합 설계 

• 프로세스 최적화 
• 모니터링 최적화 
• 성능 최적화 

시스템 최적화 및 기술변화 수용 
고객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RabbitSoft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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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Hybrid IT 플랫폼 컨설팅 래빗소프트 Hybrid IT  
장점 및 기대효과 급변하는 Business 환경 속에서  

IT운영관리와 관련해 고민이 너무 많다. 

고민 해결을 위한 방안 선택 이유 기대효과 

비용절감 

초기투자비용 절감 

가치 창출 시간 

유연성 

효율성 

제어 및 보안 

선택권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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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Hybrid IT 플랫폼 컨설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 실제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 고객사에 맞는 업그레이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 

• 추가비용 없이 커스터마이징 지원 포함 
•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지원 엔지니어 배치  

연간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50%의 비용절감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합니다 

10,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연간 유지관리 비용 

강제 업그레이드 

커스터마이징 지원 

유지관리 인력 

19,000,000 실질적인 유지관리 비용 

5,000,000 

0 

0 

0 

상용SW 대비 50% 절약 

현실적으로 운영 시 불가능한  
Major Upgrade 비용 미발생 

자체 커스터마이징 지원 포함 

전문엔지니어 지원 포함 

래빗소프트와 함께 하십시오! 5,000,000 

래빗소프트 
Open Hybrid IT 서비스 

상용소프트웨어 Vendor 
서비스 

래빗소프트 Hybrid IT  
비용절감 효과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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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DB-HA(고가용성) 솔루션 (RS-Smart HA) 

Infra 중 가장 중요한 DB의 장애 
-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그러나, 대부분  
DB-HA에 잘못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Single 구성 
DB 복제 

(Master-Slave) 
OS 이중화 

서버  
이중화 

Auto-Failover 불가 

DB 장애 시 수동조치– 장애조치 시간 지연 

DB Health Check 미지원 (Slave / Replication 상태) 

MHA RS-SHA 

데이터 일관성 확보 불가 (장애발생 시점 트랜잭션 데이터 유실) 

장애대비 無 Backup만 준비 
서비스 Process 관점  

Failover 
DB전용 이중화 

Auto 
-Failback  

불가 

GUI 미지원 GUI 미지원 

Auto 
-Failback 

Vendor Lock-in(Enterprise) Open Source Community 

오픈소스 DB (MySQL or MariaDB ) 운영고객 

1 2 3 4 5 6 

고가의 공유스토리지 불필요 
공유 스토리지 구성 시 SPoF 

(DB데이터 이중화 불가) 

※ SPoF : Single Point of Failure 

GUI 지원 

오픈소스 DB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대비 잘못된 접근 이 대부분 [배경]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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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DB-HA(고가용성) 솔루션 (RS-Smart HA) 

특장점 

카카오뱅크에 적용된 솔루션보다 진보된  
Advanced DB-HA 솔루션 조합 

VS 
Old 

래빗소프트 
Smart HA 

GUI 미지원(운영 불편), Slave상태 체크 불가능, 복구 수작업 복잡, 
Topology 자동탐지 불가능, 계정정보 노출(암호화 불가) 

추가 Release 미정….. 

단점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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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DB-HA(고가용성) 솔루션 (RS-Smart HA) 

래빗소프트의 DB-HA Knowhow가 집약된  
기존 Script기반의 단점을 극복한 

최적의 솔루션 조합 

계정 
정보 

암호화 

Easy Control 
- GUI & CLI  

Auto Recovery  
- Faiover/Failback 

• 장애감지 및 Auto Failover 
• 원클릭 Fail-Back 제공 
• 필요 시, 임의 Swithover 

(작업/패치 시 유용) 

• GUI & CLI 환경 
• 관리 편의성 

Load Balancing 
- 외부 Proxy 연동 

Auto Monitoring 
Topology Detection 

Application  
Layer 

Load Balancer  
Layer 

Database Cluster 
Layer 

master 

slave1 

slave2 

read 

read 

read./write 

Reverse Proxy 
(HAProxy, 
MaxScale) 

mariadb 

Web/App 
/Client 

Smart HA 
Manager 

• Replication 모니터링 및 Slave 상태체크 
• 자동 Topology 탐지 – Best Practice 실행 

 프록시(HAProxy 등)를 사용하여  
Read / Write 부하 분산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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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관리형 DB 서비스 (RS-Smart RDS) 

www.rabbitsoft.co.kr 

MySQL 및 MariaDB 전용  

Rabbit Soft 관리형 DB 서비스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소요되던 많은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기획/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On Premise든, Cloud든 어디서나 제약없이  
DB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특정 업체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시스템을 이전할 필요없이 
고객의 현재 상태 그대로,  
우수한 성능, 고가용성,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추구 (기존 High SPEC & High Cost 정책에서 완전 탈피) 
DB서버(PM 또는 VM)별 수량만 구매하시면 
하드웨어 또는 VM SPEC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라이선스나 별도의 서비스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DB전용 스마트 HA솔루션 제공 (국내 유일 독립형 자동 장애조치 & 복구) 
래빗소프트 Premium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를 통해  
CLI 또는 GUI로 쉽게 Master-Slave 상태 및 복제를 관리하고 
작업 시, 가동 중지 시간 및 다운타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장애 시 자동서비스 전환 및 원복 시 One click 자동복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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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관리형 DB 서비스 (RS-Smart RDS) 

www.rabbitsoft.co.kr 

 고객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MySQL 및 MariaDB 전용  

Rabbit Soft 관리형 DB 서비스 

관리 용이성 빠른 속도 보안 

백업 자동화 데이터 가용성 보장 저렴한 비용 

데이터베이스 설치/설정,  
업데이트, 튜닝, 백업, 장애조치 등 
전문가 1:1 상시 지원  
(전화E-Mail/원격/방문 등) 

MySQL, MariaDB 기본설정  
대비 3~5배 이상 
(Linux OS 상 DB I/O 최적화 가
능으로 최상의 성능 구현)  

매일 자동으로 DB 백업이 진행되며 
데이터 보관 주기 제약 없음 
(고객 자원 여유 확인) 
최종 백업본 기준으로 복구  
가능 

마스터 DB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 Over으로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복구 시, 자동 Fail back 실시 
(수작업 Zero) 

On-Premise(하드웨어) 또는  
클라우드(VM ) SPEC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라이선스나 별도의 서비스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패스워드 미사용 계정 삭제,  
설정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버전 
즉각 패치 권고 및 지원 등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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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솔루션 – 관리형 DB 서비스 (RS-Smart RDS) 

www.rabbitsoft.co.kr 

구분 
Cloud  

관리형 DB서비스 
래빗소프트 DB 관리서비스 

(Smart HA 포함) 
타 지원업체 DB관리 

HA 지원(mha) 

플랫폼 
지원 유연성 

해당 Cloud에서만 지원 
(지정 SPEC 한정) 

On-Premise & 클라우드 
모두 지원 (SPEC 유연) 

On-Premise & 클라우드 
모두 지원 

관리 용이성 
Web UI Control 

CLI 미지원 
Web UI & CLI 

모두 지원(HA솔루션) 
CLI 전용 

최신버전  
지원 

특정 DB버전만 지원 
(Old, New 버전 지원 제약) 

기존 고객운영 버전,  
최신 안정화 버전 선택 다양 

부분 지원 
(최신 버전 지원 지연) 

튜닝  
유연성 

튜닝항목 
제약사항 많음 

튜닝 유연 
& 기본 제공 

튜닝 미지원  
or 별도계약 

고가용성 
/내구성 

Snapshot 형태로 
3~5분간 데이터유실 불가피 

(RDS 기준) 

데이터유실 최소화 
(Log 기반 복구) 

Auto-Failover & Failback 

데이터유실 최소화 
(Log 기반 복구) 

Auto-Failover/수동복구 

장애대응 
Online 장애조치 

(일반지원) 
원격 & 현장 장애조치 

(전담엔지니어) 
현장 장애조치 

(비 전담엔지니어) 

보안 
보안성 

고객별도 지원 
계정정보 암호화 지원 계정정보 암호화 불가 

종속성 Vendor 종속 
NO 

(오픈소스)  
NO 

(오픈소스) 

HA 솔루션  
비용 

Option별 차이 
(Amazon Aurora, RDS 등) 

별도 계약 별도 계약 



 

고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래빗소프트>는 단순히 기술측면으로서 오픈소스 기술지원에 머물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특징 및 환경,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하게 제안하고 고객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신뢰를 추구합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판매가 아니라,  
  정직한 서비스로 다시 찾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향후에도 유연한 서비스환경을 구축합니다. 
 고객 서비스가 특정 Vendor에 종속되지 않고, 고유의 특성을 지키면서도  
 향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고객사 시스템 운영 중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SW 및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의 도입 및 운영, 내부 역량 향상에도  
 유연한 가이드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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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은 같을 수 있어도, 서비스의 품질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객이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서비스를 제안 드리며,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정직한 서비스, 
향후 지속 가능한 유연한 서비스 환경 구축과 고객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래빗소프트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4. Why Rabbit Soft ? > We are Different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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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법론(기술지원 체계) 

래빗소프트 컨설팅 방법론 

현황파악 분석/설계 수행계획 실행 
평가 및 

개선 

요구사항  
협의 

요구사항 
분석 

GAP분석 

조직/역할  
분석 

업무/서비스 
분석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 

APP 
환경분석 

보안 영향도 
분석 

대상/범위  
수립 

일정 수립 

수행방안 
수립 

세부사항 
협의 

수행계획 
확정 

최종계획  
점검 

영향도 파악 

이행 

이행결과 
점검 

원복  
및 복구조치 

조직/업무 
/환경분석 

요구사항 
분석 

GAP분석 

보완방안 
수립 

조직/업무 
/환경분석 

서비스  
요청 

서비스 
분석 

수행계획 
수행결과 

보고 
향후 

개선계획 

4. Why Rabbit Soft ? > knowhow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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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가이드 > 업체 선정 올바른 의사결정과 추진에 전문 파트너 필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하나?  
 과연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나? 

현재 역량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가 전문기업? NO! 
  Vendor에 문의해야 답을 줄 수 있다는 업체. NO! 
  인프라 통합 컨설팅 및 튜닝 전문가가 있나?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향후 Roadmap 제시 가능? 

서비스 정신 

선택의 폭 

  정해진 계약만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 NO! 
  계약부분 외 시스템 전반 컨설팅 가능? 
  일시적 조치보다 예방/예측 관점 서비스? 

  무조건 1~2가지 계약만 유도하는 업체? NO!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지? 
  기존 투자 자산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지 않는지?  

기존 투자한 것을 버릴 수도 없고…. 
Hybrid IT는 기반 경험이 탄탄한 파트너와 함께.. 중요 

그동안 믿고 맡길 파트너가 없었다. 

www.rabbit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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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License Fee Free  
Rabbit Soft의 지원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SW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Enterprise OpenSource SW 서비스 계약 
얼마나 체감하고 계십니까? 
 
1년에 몇 번 필요하지 않은 지원 때문에, 소멸성 보험 성으로 
많은 비용을, 그것도 같은 비용을 매년 지불하실 겁니까? 
 
Vendor가 지원하는 Open Source 장점과 혜택이 많지만 
비용 부담이 되는 고객은 모든 시스템에 Enterprise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Enterprise OpenSource SW는 일부 중요 시스템에만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업무 시스템에는 Community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Enterprise Version의 Source도 Community 기반입니다. 
경험 있는 기술인력이 지원만 가능하다면요. 
 
아무리 비용절감도 좋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매뉴얼도 없는 솔루션을 학습하고 
경험을 쌓을 인력을 꼭 내부에서 채용해서 유지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년 평균 
0~1회 

매년 갱신해야 
서비스 유효 

자체인력  
운영은  

오히려 부담 

5. 고객 가이드 > 오픈소스 도입 

www.rabbitsoft.co.kr 



45 

이런 고객들에게  래빗소프트가 필요합니다 

Vendor  
상용SW 사용고객 

H/W 공급업체 

Enterprise & Community 
공개 SW 사용고객 

Vendor에 기술종속으로 서비스 유연성 부족 
및 SW 라이선스 비용 부담의 증가로 
신규 서비스 적용이나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 

솔루션 기반 소프트웨어가  
상용버전 인프라 소프트웨어(OS, WAS, DB)로 
Vendor 종속 및 고객사 제안 시,  
라이선스 비용 부담으로 입찰 시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고객 

솔루션 개발사 

Open Source 도입했지만,  
연단위 지불 Subscrption 비용으로 
비용절감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는 고객. 
Community Version 구축 이후 지원 필요 고객 

고객사에 하드웨어 공급 시, 
초기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구성 변경 및 장애 시 
Advanced Support가 필요한 업체  

Open Source 전문 컨설팅 

5. 고객 가이드 > 대상 고객 

www.rabbitsoft.co.kr 



“ 경기불황이 점점 심해지는 데, 늘어나는 IT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래빗소프트>는 탄생했습니다.  

왜? 

누구에게? 

-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License 비용 부담이 너무 높은 고객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을 했지만, Vendor 오픈소스 이용에 따라 여전히 비용 부담인 고객  
  : 매년 온라인 기술서비스 이용 비용 발생(TCO 관점 비용절감 체감불가) 

- 오픈소스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고객  
 :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적응 부담, 충분한 이해 없이 도입실패/회귀   

무엇을 

오픈소스 Community Version 구축(OS, Web, WAS, DB) 
- CentOS, Apache, Tomcat, MySQL, MariaDB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적인 Community Open Source를 통해 License 비용 부담 없이 
<래빗소프트>가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IT Cost Down & Value Up 

어떻게? 

Vendor의 License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 
전세계 집단지성의 Community가 지원하는 Orginal Community Open Source를 통해  
오픈소스 전문 컨설팅 분야의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컨설팅, 구축을 지원하여 고객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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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가이드 > Cost Down 

www.rabbitsoft.co.kr 



APP 추가도입/고도화 사업 시, 기존 구축 Vendor에 의존하다 보니,  
자사 서비스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되지 않는다.  

- 개발사 및 SI 제안 플랫폼 및 유지보수 업체에 종속되는 환경 

왜? 

누구에게? 

Vendor가 지원하는 상용 SW 구축에 익숙해져 있어,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 인프라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상용 SW 사용으로 어쩔 수 없이 지정된 환경 사용이 불가피한 고객 

오픈소스 도입했지만, Enterprise 버전이라 여전히 Vendor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고객 

무엇을 

오픈소스 Community Version 구축(OS, Web, WAS, DB) 
- CentOS, Apache, Tomcat, MySQL, MariaDB 등) 

Commnity Open Source를 통해 특정 Vendor에 종속없이 
<래빗소프트>가  유연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Flexiblilty 

어떻게? 

전세계 집단지성의 Community가 지원하는 Orginal Community Open Source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종합 분석하여 
유연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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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가이드 > Flexibility 

www.rabbitsoft.co.kr 



보안 강화 많이 한다고 여러 솔루션 도입했는데, 또 도입해야 하나? 

기존 보안 솔루션 과연 제대로 쓰고 있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보안 제대로 하고 있나? 

왜? 

누구에게? 

보안 강화를 위한 별도 보안 컨설팅이나 시스템 추가 도입에 대한 비용이 부담인 고객 
추가 시스템 도입 없이 현재 시스템의 보안측면 안전성을 고민하는 고객 
기반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보안 설정에 대한 진단이나 강화가 필요한 고객 
보안 진단 및 취약점 권고 컨설팅은 받았지만 실제 취약점 조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객 

무엇을 

현재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진단 
보안 설정 및 패치/조치 를 통한 해킹위험요소 사전 제거 
개발, 미들웨어, 운영체제에 이르는 일련의 종합 보안 가이드 

폭넓은 Open Source 전문 보안 서비스 경험을 통해  
별도 시스템 도입 없이 보안강화를 제공합니다. 

Security 

어떻게? 

Open Source 전문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 환경에 맞는 오픈소스의 보안정책 수립 및 적용을 통해 기반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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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가이드 >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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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88-7270 
Fax.       070-5101-6188 
E-Mail.   support@rabbitsoft.co.kr 

위치 

오시는 길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920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마곡나루역(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1번 출구 이용 

6. 사업장 안내 

www.rabbitsoft.co.kr 



Creative Challenge, Better World 

We think 
Cost, Flexibility, Security 

of Your business 

창의적인 도전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www.rabbitsof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