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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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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 IBM 고객 맞춤형 워크숍
마이그레이션 워크숍, TCO 워크숍 등
요즘 대세인 리눅스 도입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하기 6가지를 작성하신 후 한국IBM 마케팅 총괄 본부
mktg@kr.ibm.com   
  회사명      |         성함      |      

02-3781-7900으로 연락주세요.

  직함      |      

  이메일      |         휴대폰      |      

  진단 요청 사항

기타 다른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다른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시일 수 있습니다.

셋 . 지금이 기회! IBM 리눅스 서버 파이낸싱 프로모션
별도의 이자가 없습니다!

3개월까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세요!

3개월 후부터 9개월간 무이자로 지불하세요!

IBM
리눅스
서버

이 문서에는 IBM 제품과 서비스를 참조한 경
우에도 IBM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모
든 국가에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12개월 무이자 프로그램

100% 선불납부
VS
1/12 분할납부

IBM
리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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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이자 할부 기간
May

Dec
Term(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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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Dec
Term(월)

무이자 지불유예 기간
• 3개월 무이자(0%) 지불유예 제공

• 9개월 무이자(0%) 할부 제공

이 프로그램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불유예조건, 기간 및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IBM Global Financing 프로그램과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IBM Linux
Server Solution

리눅스를 품은 최강의 개방형 서버 솔루션

IBM Linux Server Solution

IBM Linux Server Solution

한눈 에 보는

IBM 리눅스 서버 포트폴리오
Linux on Power

LinuxONE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고성능 슈퍼컴퓨팅용 리눅스 전용 모델

POWER S812LC

POWER S822LC

높은 안정성과 가성비를 제공하는 리눅스 전용 모델

POWER S812L/S822L

핵심업무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전용 모델

POWER S824L

LinuxONE
Rockhopper

LinuxONE
Emperor

• 최대 1소켓

• 최대 2소켓

• 최대 2소켓

• 최대 2소켓

• 최대 10코어

• 최대 20코어

• 최대 24코어

• 최대 24코어

• 최대 6소켓

• 최대 24소켓

• 최대 1TB 메모리

• 최대 1TB 메모리

• 최대 1TB 메모리

• 최대 2TB 메모리

• 최대 4TB

• 최대 10TB

• 2U 랙 마운트

• 2U 랙 마운트

• 2U 랙 마운트

• 4U 랙 마운트

Hadoop/Spark 등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향상된 성능과 처리량을 필요로하는 워크로드

x86서버 대비 높은 안정성과 단위 코어당 성능을 요하는 워크로드

대규모 분산서버 통합으로 TCO 절감 및 데이터센터 운영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빠르고 유동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원하는 경우

Linux를 핵심업무까지 확대하고 싶으나 성능 및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Oracle DB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절감 및 의존성 해결에 대한 고민 해결

연구기관, 보험계리, 그래픽분야 등 강력한 HPC가 필요한 워크로드

고객 요건에 따라 리눅스 기반 워크로드를 가진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고 싶으나 안정성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Linux on Power 핵심 가치

   LinuxONE 핵심 가치

빅데이터를 위한 최강의 성능

업계 최고의 안정성 및 지원 체계

최강의 성능

스케일업(Scale Up)

• 업계 최고의 I/O 처리 능력

•프
 로세서 및 메모리, I/O 등 시스템전체에 구현된

• 업계 최고 속도의 프로세서

• 한 시스템에 applications/databases

(캐싱, 대역폭, 엑셀러레이터)

메인프레임급 안정성

• 일반 x86대비 2배 이상 뛰어난 공인성능수치 보유

• 차
 별화되는 서버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처리 과정

• POWER 프로세서를 통해 3.2배의 데이터

• 장애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체계

⇒ 5.0 Ghz
• 대용량 I/O 처리성능

서버를 동시 운영
• 수 만명의 동접자 지원

⇒ 최대 640개 I/O 처리 프로세서

처리능력 극대화

대규모 통합(Consolidation)

신뢰성 높은 격리와 보호

• 고가용 하드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안 인증 하드웨어,

핵심업무의 대규모 통합 역량
• 파워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분야의

클라우드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 오픈스택 구현을 위한 최적의 플래폼
• 가상화 환경에서 x86대비 210% 높은 성능 제공

개방형 혁신을 이끄는 커뮤니티
• 전 세계 20개국 약 130개 회원사와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술 혁신 추구

• 한 시스템에 최대 8000개의
가상서버와 수 만개의 Container
가동

EAL 5+
• 완벽한 데이터 암호화, 암호화 전용
프로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