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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수평 확장 Linux 서버용 개방형 소스
서버 가상화
낮은 총소유비용으로 Linux 워크로드 통합
최적화
Linux 및 KVM（커널 기반 가상 시스템）
하이퍼바이저에 구축된 성능, 확장성 및
보안 혜택 활용
높은 비용의 독점 x86 가상화 방지
기타 KVM 호스트처럼 관리되며,
OpenStack, libvirt 및 개방형 Linux 도구는
공급업체의 폐쇄성을 피하도록 지원
KVM은 관리를 단순화하는 단일 교차
플랫폼 가상화 지원

IBM® PowerKVM™ 은 POWER8® 기술을 기반으로 한 IBM 수평 확장
Linux 시스템에 대한 개방형 가상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KVM 가상화의 Linux 개방형 소스 기술을 포함하며, Linux의 성능,
확장성 및 보안 품질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Linux 수평 확장
서버에서 가상 시스템（VM） 을 실행하기 위한 개방형의 확장 가능
솔루션을 제공하며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클라우드 배치, 수평 확장 처리
및 빅 데이터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프로세서 가상화

PowerKVM 가상화와 Power® 수평 확장 Linux 서버를 결합해 사용하면
다양한 Linux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성능과 유연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PowerKVM은 단일 수평 확장
Linux 서버에서 대량의 VM을 실행하도록 지원합니다. 프로세서
자원은 가상화된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VM의 자원 공유 풀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가상화는 또한 코어당 1, 2, 4 또는 8개의
스레드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레딩” 및 “대칭 다중 스레딩” 과 같은
POWER8 기능을 활용해 자원 할당 및 향상된 성능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PowerKVM의 프로세서 가상화 사용으로 기업이 더 적은
시스템으로 더 많은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비용을 줄이도록 지원합니다.

메모리 가상화
PowerKVM 가상화는 또한 실제 메모리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게스트 VM에 제공되는 메모리는 일반
Linux 시스템에서도 관리되는 가상화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비활성화되었을 때 지나치게 사용되거나 스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메모리 관리와 더불어 PowerKVM은 KSM（커널 동일 페이지
병합）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중복 메모리 페이지를 합병하고
단일 복제 페이지로 연결하여 메모리를 최적화합니다.

I/O 가상화
PowerKVM I/O（입출력） 가상화는 iSCSI, NFS（Network File System）,
로컬 및 파이버 채널 연결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이더넷 구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상화 I/O 구성을 지원합니다. PCI 통과는 VM을 위한 전용
장치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IO/ 자원 공유를 향상시키는
I/O 가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구성 선택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VM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은 오늘날의 현대식 워크로드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PowerKVM은 활성화된 상태로 로드
밸런싱 또는 예정된 중단 시간을 위해 위치를 재조정하도록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PowerKVM 기술로 가상화된 서버
간에 VM의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관리
PowerKVM 가상화가 Linux 기본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Linux 개방형 관리 도구는 Power 수평 확장 Linux 서버 상의 가상화
관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PowerKVM은 이러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도구와
libvirt API를 지원합니다. IBM PowerVC 및 OpenStack을 갖춘
IBM Cloud Manager와 같은 IBM 고급 가상화 및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을 PowerKVM 서버 관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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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십시오

Kimchi는 PowerKVM을 탑재한 채로 제공되는 단순한 지점으로 관리
도구를 클릭하며 더 작은 비 클라우드 배치 및 최초 호스트 구성을 위한
기본 가상화 관리에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IBM PowerKVM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IBM 담당자 또는
IBM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systems/power/software/linux/powerk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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