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고객사례 –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업종

VMware 가상화 플랫폼 구축으로 생산 라인의 가용성 보장

제조업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이란
비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주)LG화학은 석유화학부문, 정보전자부문,
전지부문 세가지 사업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전지사
업은 노트북/휴대폰/태블릿 등의 첨단 IT시장에서부터 전기자동차 및
스마트 그리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 다양한 고객에게 차별화
된 제품을 공급하여 글로벌 1등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치
대한민국, 서울

도전과제
폭증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공장 운영 체제를 뒷받침하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도입비용
과 함께 TCO는 절감하면서도 급증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 제
공

솔루션
VMware vSphere
VMware vCenter

비즈니스 혜택
• 13대의 물리적인 서버 수요를 3대로
통합하여 76%의 도입비용 절감
• 유닉스 고가용성 솔루션 대비 비교
불가능한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 x86 서버 기반 가상화 환경 도입으로
고비용 고가용성 구조 대비 안정성 입
증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 및
수요 또한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한 가운데 LG화학의 전기 자동차
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LG화학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는 1세대 배터리에 비해
무게를 절반 이상 줄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주기에 각광
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전기 자동차 기업에서 몰려드는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쉴 틈 없는 공장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수요는 즐거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
의 설비를 추가하고 해당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IT 부서에 있어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신규 도입은 물론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까지
도 구축이 되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 구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
이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도입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관리 비용의
부담 또한 향후 인프라 구축에 있어 고려될 사항 중의 하나임을 틀림이 없었습
니다.

“운영중인 자원을 재활용하여 TCO
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향후 IT 인프라 운영의 포
인트를 클라우드 환경의 도입으로
설정한 후 가상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고민한
결과 기존 인프라의 유지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급증하는 서비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상 서버를 도입
한 전략은 성공적이었음이 오창 공
장의 신규 라인 적용 사례로 인해
확인되었다.”
지용일 과장

유닉스 환경에서 x86 서버 가상화 기반으로 전환
생산라인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LG화학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유닉
스 서버 기반의 고가용성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LG화학은 TCO를 절감
할 수 있으면서도 고객과 현업의 대응에는 유연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한 CIO의
비전에 따라 급증하는 요구를 맞추면서 서비스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LG화학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화에 대하여 깊은 분석을 하였고 x86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VMware의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솔루션이 구비되어 있어 향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닉스 고가용성 솔루션에 비해 안정
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야만 했습니다.

㈜LG화학 정보기술팀
안정성의 입증과 순조로운 도입
LG화학은 VMware 기반으로 구축된 가상 서버에 대해 혹독한 테스트를 시행하
였습니다. 네트워크 차단, 전원 차단 등 각종 악조건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
고 해당 악조건에서도 운영되던 가상 서버가 짧은 시간 내에 다른 가상 서버로
작업을 이전하여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확인과정
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었고 기존 고가용
성 솔루션과 대비하였을 때 비용대비효과는 놀라운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입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생산 라인에 본격적으로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하
였습니다. 기존 환경을 그대로 도입하였다면 13대의 서버가 구축되어야만 수행
가능한 서비스들을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단지 3대의 x86 서버만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생산라인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TCO 절감
LG화학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는 부분 중 핵심은 전기 자동차 배
터리 부분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안정적인 생산은 그룹과 기업의 안정적
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전통적인 고비용 구조의 고가
용성 솔루션 대신 TCO를 절감하면서도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인 솔루션을 도입한 LG화학의 사례는 타 고비용 구조의 고가용성 솔루션을 사
용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적절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