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HANA on POWER

© Copyright IBM Corporation 2016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TEL : (02) 3781-7800
www.ibm.com/kr

IBM HANA on POWER

2016년 3월
Printed in Korea
All Rights Reserved
IBM, IBM 로고, ibm.com은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IBM Corporation의 상표 또
는 등록 상표입니다. 상기 및 기타 IBM 상표
로 등록된 용어가 본 문서에 처음 나올 때 상
표 기호(  또는 ™)와 함께 표시되었을 경우,
이러한 기호는 본 문서가 출판된 시점에 IBM
이 소유한 미국 등록 상표이거나 관습법에 의
해 인정되는 상표임을 나타냅니다.
해당 상표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등록
상표이거나 관습법적인 상표일 수 있습니다.
IBM의 최신 상표 목록은 ibm.com/legal/
copytrade.shtml 웹 페이지의“저작권 및
상표 정보”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다른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IBM 제품과 서비스를 참조한 경
우에도 IBM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모
든 국가에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BM의 새로운 SAP HANA 플랫폼

C397062E

IBM HANA on POWER

IBM의 새로운 SAP HANA 플랫폼

CONTENTS
04 IBM HANA on POWER 솔루션 개요
05	IBM HANA on POWER 솔루션의 고객 가치
06	IBM HANA on POWER 구성도
08 IBM HANA on POWER 제품 라인업
09	IBM HANA on POWER 가상화 구성
10 IBM HANA on POWER 차별화된 가치
11	x86의 Xeon 프로세서 기술과 비교
14 국내 고객 사례 / 해외 고객 사례
16 IBM HANA on POWER를 위한 IBM 서비스
17 관련 기술문서 리스트
18	IBM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

SAP HANA on POWER 발표

IBM, SAP HANA 지원
파워 시스템즈 솔루션 발표
- 인메모리용 파워 시스템즈,
‘SAP HANA용 파워 시스템즈 솔루션 에디션’공개
- SAP 비즈니스 웨어하우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S824, E850 및 최대 1TB 압축 가능한
E870의 세 가지 버전 공급
- 기업 성과 증대, 비용 절감, 사업 방식 개선 기대

서울 - 2015년 5월 14일 - IBM은 오늘 SAP

IBM 파워 시스템즈의 더그 발록 제너럴 매니

와의 협력 하에 빠른 속도로 대량의 기업 트랜

저는“신규 작업량의 증가로 모든 종류의 기업

잭션 및 분석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합 파워 시

상용 서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IBM

스템즈 솔루션을 발표했다.

파워 시스템즈의 아키텍처가 인메모리 데이터
베이스 기술로 저장된 기업의 중요 데이터에 신

‘SAP HANA용 파워 시스템즈 솔루션 에디

속히 접근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만큼,
‘SAP

션’
은 SAP HANA 플랫폼을 지원하는 인메

HANA용 파워 시스템즈 솔루션 에디션’
은자

모리용 파워 시스템즈이다. 파워 시스템즈에

사 중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 인메모리 데이터 플랫폼인 SAP HANA를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용하면 쿼리를 실행하는 데 드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수분 내로 단축되는 등 SAP 리포트
운영이 매우 빨라진다.

SAP HANA용 파워 시스템즈 솔루션 에디
션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ttp://www.ibm.com/systems/power/solu-

뿐만 아니라 IBM과 SAP의 협력에 기반한 새

tions/bigdata-analytics/를 방문하면 된다.

로운 솔루션은 수 많은 기업 고객의 성과 증대,
비용 절감, 사업 방식 개선을 도울 수 있다. 솔
루션 에디션의 경우 SAP HANA 작업에 맞춤
설계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
에서의 위험은 낮추되 성능은 배가시킨다. 기

SAP HANA

존의 IBM, SAP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치를 극
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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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ANA on POWER
솔루션의 고객 가치
Server for
In-memory Computing

➊ 어플라이언스보다 유연합니다
• 어플라이언스보다 좀 더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인 오퍼링입니다.
• SAP가 제공하는 Hardware Configuration Check Tool을 통해 어플라이언스와 다름없는
성능과 운영 환경임을 필드 서비스팀이 확인시켜 드립니다.
• SAP HANA Software와 IBM Enterprise Power Systems의 오퍼링은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쳐 규모의 고객사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업용 솔루션

➋ 제공 방식(Delivery)
• IBM 또는 IBM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하드웨어를 주문하고 제공됩니다.
• SAP의 고객 영업팀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제공됩니다.
• 최소 하드웨어 구성을 SAP에서 인증합니다.
• SAP어플리케이션과 사이징 툴을 활용해서 사이징을 합니다.
     (BW-EML Benchmarking에 근거)
• 샘플 구성이 IBM으로부터 제공 가능하며, 독립적인 HANA 랜드스케이프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POWER8 시스템이 HANA 운영계 레벨로 지원되며, POWER7+도 지원됩니다.

In-memory 컴퓨팅의 성능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24×365 서비스 가용성을 뒷받침하는 검증된 안정성을 제공하는
SAP HANA용 프리미엄 서버 솔루션

➋ 성능
• 코어 당 8개의 동시
   thread 처리 능력
• 소켓 당 최대 230GB/s의
메모리 대역폭

➊ 안정성
•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서버
솔루션으로서의 오랜 명성

• HTM(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기능
• 뛰어난 용량 및 성능 확장
  (scale-up up to 192
코어/16TB 메모리)

• 엔터프라이즈 RAS 설계에
따라 제작
• 메모리 가용성 향상을
보장하는 차별화된
  메모리 모듈

➌ 범위 및 타임라인
• 지원되는 운영 시스템은 SLES 11 SP4입니다.
• BW, ERP, CRM, SRM 등의 업무 시나리오가 지원됩니다.

➍ 구현
• 계획, 설치, 구성 등은 System Lab 서비스팀을 통해 제공됩니다.
• 지원, 관리, 운영, 모니터, SPOC는 IBM GTS/TSS 및 SAP Services(AGS)를 통해
제공됩니다.
• HANA Migration Services는 IBM GBS Migration Factory, SAP Consulting 및 파트너사
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 비즈니스 구현 서비스는 IBM GBS, SAP Consulting 및 파트너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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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가상화 효율성
• 오버헤드가 적은
PowerVM 가상화 기술
• 한대의 물리적 서버에서
HANA 운영계를 위한
독립적 서버 파티션을 최대
4대까지 운영 가능
• Dynamic LPAR로  
동적인 자원 재조정/최적화

Server for
In-memory Computing

➍ 유연성
• TDI (Tailored
Datacenter Integration)
방식을 통해 탄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구축
• CapacityonDemand로
무중단 자원 증설 지원
• Solution Edition으로
제공되어 간편한 설치와
  운용 지원

IBM HANA on POWER 솔루션의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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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ANA on POWER
구성도

IBM은 TDI 방식을 통해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고객 요건에 최적화와 기존 IT 자원 활용을 가능케 하는 TDI1 구성방법 채택  ⇒  No Appliance 접근법
• 유연한 시스템 구성(기존 스토리지 활용, 가상화 구성 등)  ⇒  비용 절감
구성 예 1: DB size 1.5TB
주 센터

DR 센터
AP서버군

AP서버

Power S822

Power S822

ERP AP1+CI
2core 56GB

ERP AP2+HA
2core 56GB

HA

DB서버 #1

Power S824

Power Systems

DB서버 #2

ERP 개발AP

ERP HA
16core 1.5TB

ERP 개발
3core 256GB

Power S824

ERP DB
16core 1.5TB

SSR

개발서버

ERP AP
2core 56GB

Power S824

DR서버

Power S824
ERP DB
16core 1.5TB

1core 28GB

Shared Network

SSR

SAP HANA
SAP
Server
SAP
HANA

HANA
Server
Server

가상화

SAP HANA
SAP
SAP
HANA
Server
HANA

스토리지

Server
Server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네트워크

SAP HANA 맞춤형 데이터센터 통합

기존 HANA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서버

운영 시스템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data
log

data
log

data
log

운영

HA

개발

통합 스토리지

DR 스토리지

data
log

V7000

V7000

DR

구성 예 2: DB size 3TB
주 센터

스토리지

DR 센터

ERP DB
32core 3TB

SSR

ERP AP1+CI
2core 56GB

HA

ERP HA / QA
32core 3TB
ERP AP2+HA
2core 56GB

ERP AP3
2core 56GB

ERP AP4
2core 56GB

……

……

VIOS1 VIOS2

VIOS1 VIOS2

ERP DB
32core 3TB

SSR

통합서버 #2

ERP AP1
2core 56GB

Power E870
ERP 개발AP
2core 56GB

DR서버

Power E870

ERP AP2
2core 56GB
……

ERP 개발
6core 512GB

VIOS1 VIOS2

개발서버

통합서버 #1

Power S824

Power E870

data
log

data
log

data
log

data
log

운영

HA

QA

개발

통합 스토리지
V9000

data
log

DR 스토리지

V9000

DR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접근 방식

* TDI (Tailored Datacenter Integration)
* SSR: SAP Systems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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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ANA on POWER
제품 라인업

IBM HANA on POWER
가상화 구성

• SAP HANA 데이터베이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제공 (비용절감 효과)

• IBM HANA on Power는 Multiple production LPARs를 지원합니다.

• TDI 방식으로 고객 요건에 맞춰서 어떤 POWER8 모델이라도 HANA DB용으로 사용 가능
• 리눅스를 위한 특별한 가격 오퍼링(IFL)을 통한 경제성 향상
Easy Configure

Run Simple

E870 / E880
Time to Market / TCO Saving
POWER E880

SAP HANA DB
PROD

SAP HANA DB
PROD

SAP HANA DB
PROD

SAP HANA DB
PROD

POWER E870

POWER E850

POWER S824

POWER S822

POWER S814
POWER S824L

POWER
S812L / S822L

•최대 2소켓
•최대 24코어
•최대 2TB 메모리
•4U 랙 마운트

•최대 2소켓
•최대 24코어
•최대 1TB 메모리
•2U 랙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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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ANA on POWER 제품 라인업

•최대 1소켓
•최대 8코어
•최대 512GB 메모리
•4U 랙 마운트

•최대 2소켓
•최대 20코어
•최대 1TB 메모리
•2U 랙 마운트

•최대 2소켓
•최대 24코어
•최대 2TB 메모리
•4U 랙 마운트

•최대 4소켓
•최대 48코어
•최대 4TB 메모리
•4U 랙 마운트

Dedicated or Dedicated Donating LPARs
•최대 16소켓
•최대 192코어
•최대 32TB 메모리
•5U 랙 마운트
•최대 8소켓
•최대 80코어
•최대 16TB 메모리
•5U 랙 마운트

PowerVM Hypervisor

E850 / S824(L) / S822(L)
SAP HANA DB
PROD

SAP HANA DB
PROD

SAP HANA DB
PROD

Dedicated or Dedicated Donating LPARs

PowerVM Hypervisor

참고자료: http://service.sap.com/sap/support/notes/2230704

IBM Power Systems Solution Edition for SAP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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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ANA on POWER 차별화된 가치

x86의 Xeon 프로세서 기술과 비교 1

HANA on POWER 솔루션의 경쟁사 대비 우위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설계 및 제조를 지원합니다.

SAP HANA on POWER는 공인성능 테스트 결과, 타 제품 대비 최고 2.5배 이상의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

신뢰성(Reliability) - 우수한 설계, 테스트 및 제조를 통해 오류 방지

Quality
- 최상의 컴포넌트

Quality
- 컴포넌트 최소화

모든 개별 컴포넌트의
엄격한 테스팅

설계된 열관리

패키징 및
최종 테스팅

Ad-hoc Navigation Steps/Hour (Core 당)

최고 2.5배

6,000

2

서비스 프로세서
598,000개의 checker를 통해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여 장애를 예방

3 가용성(Availability)

5,000

- 지속적인 어플리케이션 운영
4,000

4 사용성(Serviceability)

- 시스템 중단 없이 수리 및 사용

정정 (Correct)

재시도 (Retry)

동시 수리 (Concurrent Repair)

오프라인 변환 (Offline Deallocation)

예비용 서비스
(Spare)

유선 수리 (Phone Home)

동시변환 (Concurrent Deallocation)

방문 수리 (Off-line Repair)

3,000

2,000

Memory Card

D사

H사

1,000

Memory Card

메모리 버스

메모리 In-memory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특화된 메모리 모듈 채택

Xeon은 되나요?

프로세서 당 8개의 메모리 버스 채널로 8개의
DIMM 장착 지원

NO 첫 오류 데이터 감지

NO 설계단계부터 오류 방지
NO 미미한 오류 확대 방지 및 해결
NO 하드웨어 자가 치유

Memory
Buffer

DL580 G8
E7-4880 v2,
2.50 GHz X 4

DL580 G8
E7-4880 v2,
2.50 GHz X 4

R920 E7-4890 v2,
2.80 GHz X 4

R930 E7-8890 v3,
2.50 GHz X 4

E870 POWER8,
4.19 GHz X 4

(60core),

(60core),

(60core),
1TB mem

(72core),

(40core),

1TB mem

NO 변환 예측
NO 오류 정도를 완화

1TB mem

1TB mem VMware

Certified SAP Standard Application Bench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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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B mem

L4

1 Rank: DIMM Supporting 2
128 Bit ECC word DRAM Groups

IBM HANA on POWER 차별화된 가치

Sparing을 위한 여유분

ECC를 위한 여유분

x86의 Xeon 프로세서 기술과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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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6의 Xeon 프로세서 기술과 비교 2

x86의 Xeon 프로세서 기술과 비교 3

적은 자원으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TCO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적인 POWER8 프로세서 기술은 공인성능치로
입증된 우위적인 성능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SAPS/Core 비율 비교

POWER8

18 cores

12 cores

-

36

96

+2.6배

클럭스피드

1.9~3.4GHz

3.02~4.35GHz

+30%

L2 캐시

256KB/core

512KB/core

2배

L3 캐시

2.5MB/core

8MB/core

3.2배

최대 Thread 수

L4 캐시

N/A

최대 128MB

독보적

4

8

2배

최대 메모리 대역폭

102GB/s

230GB/s

+2배

최대 I/O 대역폭

32GB/s

32~96GB/s

2.4배

Yes

Yes

-

8소켓

16소켓

2배

메모리 채널 수

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지원
소켓 확장성(Glueless)

4.19GHz

2.35배 격차

67% 향상
POWER7+
3.72GHz

E7-4890 v2
2.8GHz

E7-8890 v3
2.5GHz

2,317

최대 코어 수

POWER8

Transactional
Memory

2,277

Xeon E7 v3
(Haswell-EX)

Vector Units

5,451

Bandwidth

3,247

Cache size

SAPS (.표준)

SMT8

POWER

Xeon E7

출처: www.sap.com/benchmark
SAP R/3 2-tier benchmark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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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 사례

해외 고객 사례

국내의 제조, 유통 기업에서
최근 IBM HANA on POWER를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선도 기업이
IBM HANA on POWER를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비즈니스 니즈

비즈니스 니즈

• 점차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직원 증가 및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

• 뮌헨 공과 대학 (TUM)내의 SAP 대학 역량 센터는 단순 리서치 업무 이외에, 상업 호스팅 서비스를

• 빠른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따른 비즈니스 혁신 필요

행복나래
산업군 제조업
도입 솔루션
•SAP HANA  
3 x Power S822L,
2 x Power S824

•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필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현업에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함에 따라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침)

Why IBM?
• 전사적 관리를 위한 기간계 시스템인 만큼 인프라는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IBM을 선택
• HP의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기술 전문성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및 가성비
등에 있어 x86서버 대비 성능이 뛰어남에 중점을 두고 IBM SAP HANA on Power로 재검토
• SAP 솔루션에 특화된 IBM Power 서버의 성능이 매우 뛰어남

경쟁사 HP CS500 (x86)

기대효과
•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IT 인프라를 강화하여 비즈니스에 혁신을 가져옴
•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및 늘어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빠른 의사결정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대상 SAP HANA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보다

독일 뮌헨 공과 대학
산업군 교육/대학교  
도입 솔루션
•IBM Power Systems
S822(Power Systems
running Linux - SUSE),
•Storage
XIV
•서비스 IBM
SAP Alliance
경쟁사 EMC & SAP Cloud

• 내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킴에 따라 업무 생산성 30% 향상 기대 및 발빠른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 추후 SAP Suite 과도 연동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필요

Why IBM?
• 오랫동안 IBM과 파트너였고 큰 성공을 거두어왔음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성능, 파워 및 유연성을 제공
• 매우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기대효과
• 낮은 관리 비용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고객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뮌헨 공과 대학(TUM)으로 하여금 선구자로써의 명성을 얻게 해줌
•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호스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뮌헨 공과 대학
(TUD) 사례  동영상은
QR 코드를 찍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 및 혁신에 지원

비즈니스 니즈
• 가장 복잡하고 큰 구현이 필요했던 본 고객은 유연하고 빠른 비즈니스 분석을 위해 SAP HANA의

비즈니스 니즈
• 신규 워크로드에 맞는 새로운 SAP ERP 시스템을 위한 높은 가용성, 안정성, 성능의 인프라
구축 계획
•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RAS에 있어서 매우 경쟁력 있어야함

A사

• TCO/ TCV 관점에서의 비용 절감 필요

산업군 제조업

기대효과

도입 솔루션
•SAP HANA
3 x Power S822L
•DB, WEB, SAP AP
Servers  
2 x Power S824

• X86대비 코어당 리눅스 성능이 4배 이상 높음에 따른 IT 인프라 성능 형상
•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안정화
• Tailored Datacenter Integration(TDI) 방식을 통한 인프라 유연성 및 비용 절감

Business Warehouse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함

B사
산업군 제약 산업   

• 안정적이고 보안이 좋고 확장 가능한 IT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
• 추후 SAP Suite과도 연동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필요  

Why IBM?

도입 솔루션
6 x Power System
E880 server
SAP HANA

• IBM 파워 시스템 E880의 RAS에 대한 확신

경쟁사
EMC & SAP Cloud

기대효과

• 경쟁사 대비 성능 및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
• 기존 IBM고객으로 서비스 및 기술 차별화등에 대한 신뢰 있었음

• X86대비 코어당 리눅스 성능이 4배 이상 높음에 따른 IT 인프라 성능 형상
•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안정화
• Tailored Datacenter Integration(TDI) 방식을 통한 인프라 유연성 및 비용 절감

경쟁사
CISCO UCS (x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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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ANA on POWER를 위한
IBM 서비스

01
기술적 설계 및 인프라 구축

03

관련 기술문서 리스트

IBM HANA on Power로
구성할 경우 가이드로
Feature Planning Guide

IBM HANA on Power로
구성할 경우 SAP HANA
Master, Installation &
Admin Guide

02

Planning Guide
features process/support/service guidance

IBM Supplemental HoP Implementation Guide
이 HANA on POWER Technical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참조: http://www.ibm.com/support/techdocs/atsmastr.nsf/WebIndex/
WP102502 또는 https://ibm.biz/HoPTechdocsWPs

SLES 11.x for SAP Applications
ConfigurationGuide for SAP HANA
(x86 and POWER)

인프라 진단,
업그레이드 및 통합

Administration/Troubleshooting Guide
• Future plan
• Includes best practices from customer production sites

인프라 운영 및 최적화
• 플래닝 및 시스템 구성

• 프로젝트 서비스

• 설치 및 확인

• 인프라 Health 진단

• SAP와의 협업
• 테스팅 및 검증
• 복구 및 가용성 플랜
• 교육 및 기술 전수

• 주도적인 서비스
• 솔루션 지원
• 최적화
• 서비스 관리
• 운영 모델

• 플랫폼 업그레이드
• Scale-out 하드웨어
구현 (Scale-out
Solution with GFPS)1

HANA on POWER와 관련된 SAP Notes | SAP Service Marketplace
사이트: https://support.sap.com/notes
• SAP Note 2055470 HANA on POWER planning and installation specifics – Central Note
• SAP Note 2227464 SAP HANA Platform SPS 11 Release Note
• SAP Note 2218464 Supported products when running SAP HANA on IBM Power Systems
• SAP Note 2130682 SAP HANA on IBM Power Systems: Documentation
• SAP Note 2188482 SAP HANA on IBM Power Systems: Allowed Hardware

Life cycle
management

1

16

GPFS: General Parallel File System

IBM HANA on POWER 워크숍

• SAP Note 2230704 HANA on POWER Multiple LPAR Support
• SAP Note 2133369 SAP HANA on Power: Central Release Note for SPS 09 and SPS 10
• SAP Note 1943937 Hardware Configuration Check Tool - Central Note
• SAP Note 1872170

Suite on HANA sizing report

• SAP Note 1736976

Sizing Report for BW on HANA

• SAP Note 1514966

SAP HANA 1.0: Sizing SAP In-Memory Database

IBM HANA on POWER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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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

IBM
Workshop

IBM만의 특별한 오퍼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IBM은 고객의 IT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맞춤형 워크숍을 제공해드립니다.

IBM HANA ON POWER SYSTEM
ADOPTION WORKSHOP
Speakers

IBM HANA ON POWER
SYSTEM ADOPTION
WORKSHOP

Time

• IBM SAP 전문가

• 1일  Workshop

• IBM Power system 전문가

IBM HANA ON POWER
SYSTEM On/Offline
DEMO

• IBM Linux 전문가

“SAP HANA on IBM POWER8”라는 주제로 SAP HANA에 IBM Power 시스템이 가지는
Technical Value를 전달하는 Workshop

신청 방법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하기 표를 작성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SAP HANA on POWER 워크샵 신청하기
회사명
신청자 이름
이메일

Workshop 주제
• SAP HANA on POWER8 Solution 소개
• SAP HANA를 위한 POWER8과 SUSE Linux 기술 소개

• SAP HANA로 구성 가능한 IBM TDI 스토리지 소개
• HANA 시스템 구성 방안 (용량산정, HA/DR, Backup, …)
• 고객 References와 구축 경험 공유

IBM HANA ON POWER SYSTEM
On/Offline DEMO
Speakers
• Client & IBM Client Team
• IBM SAP 전문가

LUNCH & LEARN
ONSITE SEMINAR

전화번호
신청 시기

한국IBM 마케팅 총괄 본부
: 02-3781-7800    

: mktg@kr.ibm.com

Time
• 사전 예약제로 운영

• IBM Power 전문가
• Business Consultant

한국 IBM 본사 6F Client Center에서 데모를 통해 SAP HANA ON Power System을
직접 체험

Workshop 주제
• 고 가용성 및 재해 복구 (시스템 복제 + SUSE HA)
• 백업(HANA를 위한 TSM 데이터 보호)
• 모니터링 (Tivoli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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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롤링 업그레이드
• LVM 통합
• 고객 References와 구축 경험 공유

IBM만의 특별한 오퍼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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