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d Hat Enterprise Solution
&

Unix to RHEL

Park, Junwan | Solution Architect
Red Hat



1. Red Hat Enterprise Linux 6

2. Unix To RHEL Migration

- Unix to Red Hat Enterprise Linux Strategic Migration Planning

- Unix to Red Hat Enterprise Linux Technical Migration 
Considerations

3. Red Hat Reference

Index



1. Red Hat Enterprise Linu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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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개발 및 지원

 S&P 500에 등재
 29개국 67개 사무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선도하는 벤더들과의 밀착된 파트너쉽

 오픈 소스 서브스크립션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선구자

 기업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오픈소스 글로벌 리더



A Complete, Open Stack

서비스

통합
솔루션

미들웨어

플랫폼

Red Hat Enterprise Linux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JBoss Enterprise SOA Platform
 JBoss Communications Platform
 JBoss Enterprise Portal Platform
 JBoss Enterprise BRMS

 JBoss Enterprise Data Services
 JBoss Enterprise Frameworks
 JBoss Enterprise Developer Studio
 MRG Messaging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 Hypervisor
— Manger for Server
— Manager for Desktop

Red Hat Consulting

Red Hat Support

Red Hat Training &
Certification

 Virtualization
 High Availability 
 Clustered storage

 Volume management, 
Multi-path I/O
 LAMP stack

 Cloud & Management
— Red Hat Network Satellite
— JBoss Operations Network
— Red Hat Directory Server
— Red Hat Certification System

Products, Services, and Support for Enterprise-Class Applications



File/Print Server

 Includes technology (SAMBA, NFS) to act as a 
file server for Windows, Unix and Linux clients.  
With Add-Ons such as Resilent Storage can be 
used in mission critical application 
environments. 

Web Server

 RHEL includes the entire LAMP stack with 
options for MySQL, PostgteSQL & SQLite

Applications Server

 RHEL includes a version of TomCat but is also 
the basis for any robust middleware such as 
JBOSS or WebSphere.

Database Server

 Broadly deployed and can be made resilient 
with the High Availability Add-On

Management Infrastructure Platform

 Supported by the major platforms such as 
Tivoli, HP Openview, BladeLogic and RHN 
Satellite

Computational Clusters

 With special packages for HPC, and coupled 
with Red Hat's own MRG-Grid enables 
customers to build an complete HPC cluster.

Utility Infrastructure

 With thousands of opens source packages, 
RHEL can be used throughout the data center,
including firewalls, mail handler or directory 
server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For hosting most enterprise applications such 
as Oracle, SAP, Documentum, and SAS 

Virtualization and the “Cloud”

 With integrated virtualiz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RHEL is an excellent 
virtualization host, and is designed to be a 
superior guest on any of the major hypervisors.  

Red Hat Enterprise Linux 쓰임새

Supported by an extensive library of Reference Architectures



Red Hat Enterprise Linux Add-On's

일반적인 Application 뿐아니라 가상 게스트까지 HA 구성

web serving, databases, networking,  storage에 대한
redundancy – ex) L4 Network Switch

공유 스토리지 또는 클러스터 파일시스템
- ex) VCFS, OCFS, GPFS

XFS를 이용한 100TB 파일시스템
- ex) ext3, ext4 : 16TB 

Red Hat Network 및 Satellite을 위한 관리, 모니터링, 
프로비저닝 지원 모듈

! 네트워크 지연시간과 높은 대역폭이 요구되는 업무에 유용한
Remote Direct Memory Access over converged Ethernet 
(RoCE) - 10G Network

기업사용자에게 좀 더 유연한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minor 
release에 대한 업데이트를 18개월까지 업데이트 기간 확장
- EUS(6.0.z) 



Scalability: CPUs



Scalability: Memory



Scalability: File Systems

•ext4 : 16TB
•GFS : 100TB



Performan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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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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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nagement

대형 시스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Control Group (Cgroups) for CPU/Memory/Network/Disk

 이점: Quality of Service 보장

 다중 응용프그램 환경 관리에 적합

 백업에서 클라우드까지



Red Hat Enterprise Linux 6은



2. Unix To RHEL Migration



Unix to Red Hat Enterprise Linux
Strategic Migr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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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To RHEL Migration의 필요성

• 비용절감

- 하드웨어 도입비용

-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 운영체제 지원과 시스템 관리비용

- 전력과 냉방 비용

• 서버 리스 기간 종료

• 현재 예산내에서 사업 요구사항 확장

• 기업의 합병 및 인수

• 오래된 SW에 대한 교체

•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센터 통합

• 신기술 도입(ex, 가상화)

• 성능

•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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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vs. RHEL Ecosystem Analysis
유닉스의 에코시스템을 RHEL 에코시스템으로 사상하고 RHEL 표준 운

영 환경(SOE)을 생성  

1

2

3

4

5

Functional Applications Analysis 
마이그레이션 대상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분석

Organizational Readiness & Risk Analysis
조직의 준비 요소, 프로젝트 위험요소 및 리스크 최소화 정책 분석

Strategic Migration Roadmap Creation 
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나의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로드맵
생성
Migration Implementation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의 수행

The Strategic Migration Planning Process



Phase I: RISC/Unix to RHEL Ecosystem Analysis

• 기존 유닉스 에코시스템을 검사하여
RHEL 에코시스템에서 대체가능성을 결정

• 에코시스템 간의 Gap 분석, 필요시 모든
차이점에 대한 분석 계획

• 표준 운영 환경(SOE)생성
기본 OS, 자체 설정, 표준 앱, SW 업데이트 및
서비스 팩등 포함하는 RHEL에 대한 조직의 표
준 구축 방안



Ecosystem Mapping Scenarios

Built-in Functionality 
to Built-in Functionality

Unix Infrastructure App 
to RHEL Infrastructure App

Unix Infrastructure Application 
to RHEL Functionality

Unix Functionality 
to RHEL Infrastructure Application



Common Ecosystem Component Mappings



Phase II: Functional Applications Analysis

• 상세 동작 부분까지의 이전 난이도를 결정
하기 위한 기존 업무 앱의 크기와 복잡성을
분석

• 앱의 종속성 분석
밀접하게 연관된 인터페이스 및 동시 수행
되는 앱 확인

• 4가지의 일반적인 배치 패턴에 입각한 단
계별 환경과 각 앱의 가능한 배치 시나리오
와 관련 테스트를 검사

• 앱 이전 비용 분석 생성



Common Deployment Scenarios

통합 Consolidation 분산 Dispersion

집적 Aggregation Virtualization/Cloud Migration

Red Hat Enterprise Linux
/x86



Phase III: Organizational Readiness & Risk Analysis

• 운영 및 개발 Skill gap, IT 운영 프로세스, 
수용 요소등을 포함한 조직의 준비 요소
점검

• 현재 상태에서의 이전 수행 시 강점과 약
점, 그리고 차후 기회 및 위협 요소를 결정
하기 위한 상황 SWOT 분석 실행

• 많은 이전으로 인한 내재된 기술적인 위험
도 분석

• 발견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성
완화 정책 수립



Phase IV: Strategic Migration Roadmap Creation

• 이전 대상 업무의 최종 리스트 생성

• 통합된 서버, 배치, 가상화 분석 실행

• 하드웨어 재배치 시나리오 및 가능성 검
사

• 확인된 skill gap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한 교육 계획 수립

• 전체 이전 수행을 위한 자세한 직접 비
용 추정

• 마스터 이전 로드맵 생성



Phase V: Migration Implementation 

• 고객의 환경에서 즉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핵심영역 선별

• 추가 고려사항을 통한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극복해

야 할 위험 요소 및 의존성 확인



28

Unix to Red Hat Enterprise Linux
Technical Migration Considerations



Technical Migration Considerations

• Development Environment

• Kernel Tuning

• Security

• Filesystems

• Debugging, Tracing, Profiling

• Software Management

• Virtualization

• 3rd Party Application Considerations



Development Environment

• Code Compilation

• 컴파일러의 차이 & flags (gcc vs. cc) 
• make 버전(make, nmake, gmake) 
• Linker  옵션 차이

• 특정 시스템 지원 API

• Endianness – the “NUXI” problem
• “big-endian”, “middle-endian”, “little-endian”

• A date analogy:

• US date format 은 middle-endian: 10/06/2009

• EU date format 은little-endian: 06/10/2009

• Big-endian date format은 : 2009/10/06

• SPARC, PA-RISC, IBM Power는 big-endian

• Linux / X86는 little-endian

• 특히 많은 공유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음



Kernel Tuning

• 대부분의 경우, RHEL’s kernel은 리부팅없이 튜닝 가능

• Solaris의 경우 /etc/system에 kernel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을 위한 리부팅 필요

• Solaris에서 ndd, adb, Dtrace와 같은 툴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음

• 리눅스에서는 가상 파일시스템인 /proc 은 커널의 메모
리에 있고 즉각 수정 반영이 가능함

• 재부팅 시 변경사항을 고정 : /etc/sysctl.conf



Security

• BART 같은 기능 제공 : AIDE (Advanced Intrusion 
Detection Environment) 

• Tripwire 

• NSA와 공동 개발된 Security Enhanced Linux 
(SELinux) 는 모든 버전의 RHEL에 포함

• No separate “insecure” version of RHEL (Solaris 
vs. “Secure Solaris”) 

• Common Criteria/EAL4+ certification

• 설치 후 기본으로 서비스들이 disable되거나
localhost에서만 응답하게 설정



File Systems

• Solaris:  주로 ZFS & UFS

• RHEL: EXT3/4, LVM, GFS, XFS

• LVM – Logical Volume Manager

• Physical Volume = physical partition / 
disk

• Volume Group = collection of volumes / 
disks

• Logical Volume = 가용한 공간의 Volume 
Group으로부터 할당된 조각

• Filesystem은 LV위에 생성

• 온라인에서 크기조정이 가능(확장/축소)하고
PV 추가/삭제가 가능

• Snapshot

• GFS – Global File System

• Clustered LVM



Debugging, Tracing, Profiling

• Solaris – Dtrace

• RHEL과 Linux community는 SystemTap과 Oprofile를 사
용 – RH은 두 프로젝트의 코어 개발자

• SystemTap:
• Scripting language with full control structures
• Millions of probe points in kernel & user spaces
• Probe arbitrary statements in code
• Symbolically extract arbitrary data at probe point
• End-user extendable probe library (tapsets) 
• Protected probe execution environment
• Division by zero, null pointer, infinite loop protection

• Oprofile:
• System-wide profiling of all running code
• Unobtrusive, low overhead, no recompilation
• Post-profile analysis



Software Management

• 리눅스 소프트웨어는 쉬운 관리를 위해서 RPM 
포맷으로 패키징

• “Red Hat Package Manager” ->
“RPM Package Manager”

• RPM은 모든 patches, scripts, 
documentation, information를 포함

• RPM Database는 변경, 시간, 체크섬등을 트래
킹

• 내제된 종속성 매커니즘

• Package_A를 설치하려고 할 때 Package_B가
필요할 경우 yum을 통해 자동으로 둘 다 설치

•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GUI 및 YUM 사용

• Satellite이 updates, rollbacks등을 처리



Virtualization

• Kernel Virtual Machine은 CPU가 부담하는 가상화
작업을 Offload하기 위해 Intel's VT-x CPU 
extensions을 사용

• new privilege level(ring -1)

• Hypervisor에서 GeustOS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커
널코드를 스캔해서 다시 쓸 필요가 없음

• Extended Page Tables in Nahalem

• I/O Offloading (VT-D) – PCI Pass-through

• Single Root I/O Virtualization (SR/IOV) – PCI 장치
를 가상화

• mature, stable, proven kernel 사용

• RHEL과 동일한 보안 및 성능



3rd Party Application Considerations

• Check Red Hat's ISV Partner Program Site:

– https://www.redhat.com/partners/isv/

• Check Red Hat Software Catalog:

– https://www.redhat.com/wapps/isvcatalog/home.ht
ml



　

In February 2009 RHEL 
running on a 96-core Xeon 
based server from NEC 
achieved the best score 
achieved on a x86_64 server 
(= 2,150,260 BOPS).

　

Java Performance – SPECjbb2005

x86_64 기반 시스템 중
자바 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
는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제
공하는
OS  플랫폼!!



SPECjAppServer2004 – J2EE benchmark

 SOA나 BPM등을 위한 Java 
Enterprise Application Server 운
영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

 자바환경의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고의 성능을 제공



SPECjbb2005 – Java Business Benchmark

NEC의 인텔 Xeon기반 96코어
서버로 x86_64기반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결과

X86_64기반의 서버에
서 자바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가장 좋은 플랫폼임
을 증명!

* BOPS :  초당 처리하는 비즈니
스 오퍼레이션



SAP-SD Benchmark

2008년 11월,  x86_64 서버에
서 24코어 환경의 SAP-SD 벤치
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결과

X86_64기반의 서버에서 큰 확장
성을 가진 SAP Workload 지원에
대한 증거!

* SAP-SD 벤치마크 : 
제품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처리량
을 벤치마킹



TPC-C benchmark 

DL370 G6
TPC-C Mar 30, 2009

IBM p 570 Sun Enterprise 4500

Total system Cost $678,231 $1,417,121 $1,734,522

TPC-C throughput 631766 404462 67103

Price/Performance $1.08 $3.50 $25.85

CPU 2 2 14

OS Linux AIX Solaris

Total system Cost TPC throughput

Intel 아키텍쳐 기반에서의 Linux가 UNIX에 비해 훨씬 좋은 가격대 성능비를 보여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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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Logistics & Technology

• 산업 : 운송, 물류 서비스

• 마이그레이션 경로 : HP-UX & MS Windows 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 SW : Red Hat Enterprise Linux, RHN Satellite, Oracle DB, Oracle ProC

• HW : IBM x-Series Servers

• 이점 : 효율적인 비용으로 비즈니스 영속성 및 확장성 증대, 트랜젝션 처리 용량 대폭 증

가, 오디세이 물류 및 기술에 의존하는 고객에게 가동 시간 보장 및 미션 크리티컬 공급망

운영을 통한 신뢰성 증대



Morgan Stanley

• 세계 최대 10대 금융 기관.  

• 보안, 투자관리 및 신용 서비스 관련 마켓 리더

• Strategic Objective: 비용증가 없이 성능/안정성/확장성을 높히기 위해 2001년부터

UNIX Server의 98%를 Linux로 Migration.

• Deployment:  1000대가 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가 다수의 부문에

mission-critical application 을 위해 운영

• Bottom Line: 가격대 성능비로 약 13배의 효과.



NYSE Euronext

• 업계: 금융 거래

• 지역: 글로벌

• 과제: 확장하는 금융 거래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속 성능을 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신뢰성과 적응성

을 제공하는 고속 저비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트레이딩 (거래) 플랫폼을 통합하여 구성한

다

• 전환 경로: HP UX, IBM AIX와 선 솔라리스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 소프트웨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햇 네트워크

• 하드웨어: 200대 HP ProLiant DL585 4-프로세서 서버, 400대 ProLiant BL 685c blades, AMD 

- 듀얼코어 오프테론 프로세서

• 이점: 신축성이 있고, 벤더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며, 대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

으나, 동시에 고속 성능을 낼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가격효과적인 솔루

션 도입 “레드햇은 극히 전략적인 제품으로서, 레드햇이 없었다면 우리 대부분의 컴퓨터는 지금처

럼 작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스티브 루비노우는 말했습니다. 



SKT Platform Renovation(대개체) Project

SK텔레콤 플랫폼 본부의 윤종필 팀
장은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마이그레
이션을 함으로써 TCO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오픈 플랫폼의 유연성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다”라고 교체 배경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레드햇처럼 안정성이
검증된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을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제이보스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기사>

 솔라리스를 비롯 AIX, HP-UX, Tru64 등의 노후화 된 유닉스 서버를 리눅스
로 교체

 현재 약 260여대의 서버를 레드햇 기반으로 운영(150여대 교체) 

 서버 운용비용(OPEX)을 1/3 수준으로 절감

 운영비용절감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해 효과적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

Solaris, AIX, HP-UX, Tru64
▼

RHEL

 OPEX 1/3 절감
 500만건 메일 발송 시간 7.5배 향상
 4배 성능 비용 개선 효과



 MelOn 메일 서버
 06년 5월 Platform엔지니어링팀에서 SUPEX 사례로 추진시 LINUX 및 x86서버로 교체
 500만건 메일 발송
 기존 SUN R420 1대(4CPU*450MHz, 4G Mem) : 30시간
 신규 HP DL380 1대(Intel 2CPU*3.2GHz, 4G Mem) :  4시간

 MelOn 검색서버 성능 개선 및 투자비 절감 사례
 06년 8월 Platform엔지니어링팀에서 기존 검색서버를 전량LINUX 서버로 교체
 MelOn 검색기능에 대한 불만과 용량부족으로 인한 증설 이슈 발생
 검색서버 9대(SUN R420(4CPU*450Mhz))  ▶ LINUX 서버 7대(HP DL380, 2CPU*3.2Ghz) 
 기존시스템 유지보수금액9천만원으로 LINUX 서버를 도입하여 서버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성능을 4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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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의 성능 개선
유지보수 비용 절감

SUN 
R420

Solari
s

HP 
DL380

RHEL



SK 에너지

• Entrac

• System Configuration

– H/W : Unix, NT (70여대) → 75대의 Dell PowerEdge 서버

– S/W : In-house appl(10여개 업무 프로세스담당), DB, Backup

– Migration 기간 : 2개월 (app&DB 1개월) 

• Impact on Business

– 30% TCO 절감

– 3배이상 빠른 서비스



Posco

• Server Refresh 사업

• H/W : HP SUPERDOME, RP series

• S/W : intranet app, Oracle ERP AP server

• O/S : HP-UX, Solaris, AIX -> RHEL

• 2004년부터 Migration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Posco 서버 중 50% 이상에서 실

행중

• 6-sigma 도입을 통해 ERP, EP/mail, KM, EDMS, and EAI 등의 서버들을 포함하여

RHEL로 Migration 진행완료 (총 460여대의 Unix 장비를 200여대의 RHEL로

Migration)



대전교육정보원 300개 학교 홈페이지 웹 호스팅 서비스 구성

[ 도입 목적 ]

가. 기 구축 학교홈페이지 웹 호스팅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

과 독립적 시스템 관리

나. 학교홈페이지의 고화질 VOD 서비스 기능 확대로 교원의 우수교육 자료 공유

및 자발적 정보화 참여에 기여

다. 학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분리구축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라. DB방화벽 설치로 대전교육포털 및 학교홈페이지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를 보호하여 정보침해에 대비



3. Red Hat Reference(계속)
(대전 파트너사 – 케이시크)



대전교육정보원 300개 학교 홈페이지 웹 호스팅 서비스
http://asp.edurang.net/



대전교육정보원 전체 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1



대전교육정보원 300개 학교 홈페이지 웹 호스팅 서비스 구성도
( 개선 전 )

1



대전교육정보원 300개 학교 홈페이지 웹 호스팅 서비스 구성도
( 개선 후 )

1



Red Hat Enterprise Linux 도입사례 ( 공공기관 – 대학교, 기업 )



+

 02개 기관 홈페이지
( http://bookclub.knue.ac.kr/ 외)

 23개 학과 홈페이지
( http://earlyc.knue.ac.kr/ 외 )

 한국교원학교 통합홈페이지
( http://cms.knue.ac.kr/ )

- 146Byte * 6Ea ( SAS )
- HP Server + Intel Xeon 4Way

+
• Homepage

• 25 IntraCell
License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release 5.4 (Tikanga) EMC 백업

SEGIO CMS V3.5
- ( x86 ) * 1Package
- 25 IntraCell License

+ +

• 기 관 :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통합홈페이지 구축 ( http://cms.knue.ac.kr/ ), 구축기간 : 2010. 01. 12. ~ 2010. 03. 13
• 용 도 : 한국교원대학교 통합홈페이지 : 통합관리사이트 + 2개 기관 + 23개 학과홈페이지 + 교수홈페이지(블로그형) 170개, 유학생사이트
• 서 버 : HP ProLiant DL580 G5 1대, 4WAY( Intel(R) Xeon(TM) E7330 @2.40GHz * 4CPU = 16 Core, SAS : 146GB * 6Ea)

(도입사례) 한국교원대학교

HP DL580G5 Server
DBMS(Oracle 10g)

+ +



+

 개인(교수) 홈페이지
( http://login.cnu.ac.kr/~User ID)

 41개 학과/기관/연구실 홈페이지
( http://8282.cnu.ac.kr/ 외 )

 충남대학교 통합홈페이지
( http://asp.cnu.ac.kr/ )

HP DL380 * 2Ea
HP DL360 G6 * 1Ea

+
• Homepage

• 25 IntraCell
License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release 5.4 (Tikanga)

EMC NS-120
( SAN / NAS )

SEGIO CMS V3.5
- ( x86 ) * 1Package
- 41 IntraCell License

+ +

• 기 관 : (대전) 충남대학교 기관홈페이지 서버집중화 사업 ( http://asp.cnu.ac.kr/ ), 구축기간 : 2010. 01. 21. ~ 2010. 05. 20.
• 용 도 : 충남대학교 통합홈페이지 : 통합관리사이트 + 41개 학과홈페이지 + 개인(교수) 홈페이지(블로그형) 40,000개,
• 서 버 : HP ProLiant DL580 1대, HP ProLiant DL380 2대, HP ProLiant DL360 G6 1대, EMC NS-120(EMC Avamar), RedOWL Secu OS

(도입사례) 충남대학교

HP DL580 G5 * 1Ea
DBMS(Oracle 10g)

+ +



도입사례 - 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포탈커뮤니티 서비스 회원:10만명

( http://bbs.knue.ac.kr/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12학과 호스팅 서비스

( http://cals.cnu.ac.kr/ )

충남대학교 자치기구
홈페이지 및 동아리 호스팅 서비스

( http://cnustory.com/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단대별, 학과별 동창회

( http://icnu.net/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초/중/고 웹호스팅 시스템 구축(700개)

( http://kerinet.re.kr/ )

대전교육정보원
학교 웹 호스팅 시스템 운영
( http://www.dei.go.kr/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구축
( http://egc.cnu.ac.kr/ )

충남대학교
분석기술대학원 홈페이지 구축

( http://grast.cnu.ac.kr/ )



도입사례 - 대학교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원 정보교육센터
( http://itec.cnu.ac.kr/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포탈사이트
( http://icnu.net/ )

 [대구] 경동정보대학 메인 홈페이지
( http://www.kdtc.ac.kr/ )

한국폴리텍IV대학 통합홈페이지
( http://daejeon.kopo.ac.kr/ )

 [대구] 경동정보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enter.kdtc.ac.kr/ )

한국폴리텍IV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112.76.40.13/ )



도입사례 - 대학교

목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enter.mokwon.ac.kr/ )

한국폴리텍IV대학 성장동력사업단
( http://www.robo.or.kr/ )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커뮤니티 포탈사이트
( http://bbs.knue.ac.kr/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홈페이지
( http://sport.cnu.ac.kr/ )

한국폴리텍IV대학 충주 캠퍼스 홈페이지
( http://cj.kpc4.ac.kr/ )

한국폴리텍IV대학 컨소시엄사업단
( http://www.djc.or.kr/ )



도입사례 - 대학교

한국교원학교 도서관 – 책읽는 교원대 만들기
( http://bookclub.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
( http://ilove.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권재술 물리교육연구실
( http://jskwon.knue.ac.kr/ )

한국교원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http://edupol.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유학생사이트
( http://foreigner.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유학생사이트 - English
( http://foreigner.knue.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