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Power Systems

x86보다 더 나은 현명한 선택
미래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할 확장형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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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플랫폼 선택
기업이 x86 플랫폼 대신 IBM Power
Systems를 선택하는 이유
도입 비용이 저렴하고 표준화 구현이 용이하다는 이른바 x86의 장점을 누리려면 성능, 안정성, 확장성, 관리
편의성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x86 기반 시스템이 모든 컴퓨팅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대개 사실이 아닙니다. 본 eBook에서는 x86 기반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지 않고 IBM® Power Systems™에 투자한 기업의 사례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x86 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이 경쟁
시스템보다 크게
뛰어날까요?
IDC의 답변은
한마디로
‘아니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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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ower
Systems가 x86을
능가하는 이유

다음의 실제 사례 비즈니스 시나리오는
각 기업이 직면한 과제와 x86 기반 아닌
IBM Power Systems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비즈니스 이점을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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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 회사
미국의 한 대형 제조사는 IBM Power E870 시스템 4대에 비즈니스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워크로드는 Oracle E-Business Suite(EBS)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이며, 성능이나
신뢰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매우 원활하게 가동 중입니다.
비즈니스 과제:
이 회사는 어떤 인프라가 미래를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 결과:

선택일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에

Power Systems 플랫폼을 계속

대비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사용할 경우 5년간 420만

Oracle 라이센스 비용을 억제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그 때문에 무결점으로 운영 중이던 기존 Power

달러의 비용 절감 가능

Systems E870을 대체할 플랫폼을 찾을 수밖에

연간 운영 비용 44% 절감

없었습니다.

가능 - 연간 Oracle

선택 사항:

이 고객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로

서브스크립션 및 지원 비용을

이전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Oracle

59%가량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베이스만 x86으로 옮기고 EBS, BI, 기타 비

가장 큰 이유

Oracle 애플리케이션은 POWER 에 그대로 두는
®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옵션 모두
불가능해졌고 고객은 근본적으로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남은 옵션은 리스 계약을

결정:

맺은 E870을 2018년까지 사용한 다음 2019년에

기존 Power Systems 서버가 오랫동안 탁월한

POWER9™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모든 Oracle

신뢰성과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Power® 플랫폼이

워크로드를 RHEL 및 VMware 기반 Cisco x86

근본적으로 x86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블레이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 기존 POWER8® 리스

결국 이들은 최상의 플랫폼을 선택하고자 IBM IT
Economics 팀과 함께 재무 비즈니스 사례 구축에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POWER9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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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소비재 회사
오랫동안 IBM 고객이었던 북미 지역의 한 대형 유통업체는 SAP HANA Business Warehouse
솔루션을 위해 Lenovo x86 기반 어플라이언스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 고객은 SAP ERP
Central Component,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dvanced Planner Optimizer
워크로드를 SAP Business Suite on HANA로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과제:
이 회사는 모든 워크로드를 단일 ECC 환경으로

비즈니스 사례 적용 결과:

통합함과 동시에 TCO를 낮추고 SAP S/4HANA로
이전하는 비용도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소유 비용을 55% 줄여 향후

아니라 최고 및 최저 용량 수요를 탄력적으로

3년간 290만 달러 절감

손쉽게 관리하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중이기 때문에
예정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예상(Power Systems 서버 신규
도입 순 투자 비용은 2백만 달러)

다운타임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 사항:
SAP 워크로드의 대부분을 계속 Lenovo x86

즉, 6개월 만에 투자 비용
회수, 140% ROI 달성

플랫폼에서 운영하거나, AIX®/SUSE Linux 혼합
운영 체제의 POWER 플랫폼으로 모두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결정:

SAP S/4HANA 환경을 위한 재무 비즈니스 사례가

이 고객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Bosch 사업장과 IBM

개발되었는데, 여기서는 3년 기준으로 x86

SAP International Competency Center를 방문하여

솔루션과 POWER 솔루션의 소유 비용을 비교하는

Power Systems 플랫폼에서 SAP HANA를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IBM Power

운영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직접 확인하는

E880이 이 회사의 운영 환경에 필요한 유연성,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제성, 안정성을 제공할 것임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스템에서 LPAR을

결국 IBM Power E880 시스템 3대를 도입하여 SUSE

달리하여 Big Endian과 Little Endian 워크로드를

Linux Enterprise Server 11과 AIX를 실행하기로

모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을

했습니다. 또한 SAP Business Suite on HANA 및

획기적으로 높이고 가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는

Business Warehouse를 지원하기 위해 Power

장점도 있었습니다.

Systems 서버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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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은행
남미에 본사를 둔 한 대형 다국적 은행은

이러한 예측을 적용한 결과:

구형 x86 및 Itanium 기반 서버의 혼합
환경에서 코어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이 서버가 노후화되면서

POWER로 통합하면 x86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이 종종 발생했고

대비 5년간 1,500만 달러를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요구

절감하고 Oracle 라이센싱,

사항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지원 비용도

비즈니스 과제:

1,800만 달러 절감 가능

이 은행이 미래의 인프라 요구 사항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IT 책임자들은 코어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POWER 솔루션에 필요한 코어

단일 표준화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운영 비용을

수는 x86에 필요한 코어 수의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대략 1/10 수준

서버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에너지 및 공간
소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으로 연간 운영

선택 사항:
이 은행은 모든 코어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IBM

비용 58% 절감, 전력 비용 90%

Power Systems로 통합하는 방안과 계속 x86 기반

절감 가능

시스템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안의
현실성을 판단하고자 IBM의 IT Economics 팀과
손잡고 기술 및 재무 관점의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했습니다.

결정:
이 은행은 단 3대의 E870 서버로 이루어진,

IBM은 이 고객의 CPU 및 메모리 필요량이 연평균

획기적으로 줄어든 서버 풋프린트에 모든 코어 뱅킹

30% 증가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예측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고 성능

사이징을 실시했습니다.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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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Mon
IT 솔루션 회사인 LiveMon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첫 버전을
x86 Linux 플랫폼에 구축했습니다.
비즈니스 과제:
이 회사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수용하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했기 때문에 이벤트
모니터링 및 보고에서 1초 미만의 매우 짧은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습니다. IT
책임자들은 신규 고객 지원을 위해 서버를 1,000대 이상으로 늘려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더라도 1초 미만의
짧은 응답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기존 인프라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 사항:
고객은 Power S822L 시스템에 솔루션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POWER8 서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가 x86 아키텍처

POWER8에서 Little Endian을

중심으로 최적화되었음에도

지원하므로 수정 없이 x86 코드

불구하고 즉시 2배 성능 향상

실행 가능

LiveMon 솔루션의 인공 지능(AI) 기능이 주요 차별화 요소 중 하나였는데, 하이브리드 인프라의 전 범위에서
가용성, 용량, 성능, 보안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탐지하여 고객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POWER8
프로세서의 대규모 멀티스레딩 기능 및 프로세서 간 고속 연결 덕분에 이 기능을 대규모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정:
이 평가를 마친 LiveMon은 1,000대가 넘는 x86 서버 대신 112대의 IBM S822L 시스템을 전 세계에 배치했고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 확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 POWER8 서버는 LiveMon의 코드에
대해 8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총비용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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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Signal
Earth Signal은 2D 및 3D 탄성파
분석(seismic analysis)을 수행하여

벤치마크 결과:

지질학자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POWER8 서버 1대로

일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가치 있는 석유

다수의 x86 기반 Xeon

및 가스 비축량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탄성파

프로세서보다 우수한 성능

데이터를 해석하여 지하 구조에 대한 모델을

실현 입증

생성해야 합니다. 많은 탐사 기업이 Earth
Signal과 같은 파트너를 고용합니다.
Earth Signal의 경쟁력은 가격 및 응답
시간에 좌우됩니다. 즉 풋프린트를
최소화하면서 컴퓨팅 성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21U Xeon 시스템에서 100시간
걸릴 작업이 2U POWER8
시스템에서는 60시간 만에
완료 가능함을 입증

비즈니스 과제:
이 회사의 x86 시스템은 용량 한계에 도달했고
데이터 센터에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 데이터 센터 신축을 원치 않았습니다.
선택 사항:
Earth Signal에서 POWER8의 프로세서당 코어 및
스레드 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벤치마크를
실시했습니다.

결정:
x86 클러스터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Earth Signal의
모든 데이터를 각 노드에 복사하느라 9시간 걸렸고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는 데 또 9시간
걸렸습니다. POWER8 시스템에는 이 작업을 즉시
실행하기에 충분한 스레드가 각 노드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18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 차이가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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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인프라
IBM은 이와 같은 사례 연구 수백 건을 통해 Power

인프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귀사의 애플리케이션과

Systems 플랫폼이 x86 기반 대안보다 우수함을

워크로드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아키텍처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 기반

부합하지 못하면 결국 인프라 때문에 IT 비용이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IBM Power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성능, 신뢰성, 확장성을

Systems는 POWER9의 검증된 성능, 신뢰성 및

갖추고 귀사의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검증된

가용성을 바탕으로 TCO를 낮추면서 미션 크리티컬

플랫폼인 Power Systems 서버를 대체하려면 먼저

워크로드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인프라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x86 기반 솔루션을 고려하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다면 비용이 더 적게 들고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평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IBM Power Systems 서버는 x86 옵션보다 더 우수한 성능,
더 작은 서버 풋프린트, 그리고 더 향상된 신뢰성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맞춤형 평가를 원하십니까?
평가 환경의 설정을 위해서는 IBM Power Systems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IBM 비즈니스
파트너가 IBM 전문가 참여 하에 귀사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례 연구를 개발하여 귀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IBM Power System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kr-ko/it-infrastructure/power

참고: 본 정보의 출처는 IBMSystems Magazine(http://ibmsystemsmag.com/power/businessstrategy/competitiveadvantage/tco-power-systems-overx86/)에 게재된 IBM 기사입니다.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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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F. Ryan은 IBM Scorpion 팀에서 수석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 Skip Garvin은 IBM System Lab Services Migration Factory에서 수석 기술 솔루션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IBM IT Economics: ibm.co/2BnX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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