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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솔루션

변화를 주도하고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SAP S/4HANA의  
비전을 실현하는  
SUSE

소개 

SUSE는 SAP S/4HANA 구축을 
간소화 및 가속화하고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운영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SAP S/4HANA로 원활하게 
전환 

+  자동화 툴을 통한 서비스 제공 
속도 향상 

+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자동화
+  SAP S/4HANA 서비스의 

안정성 보장

제품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 

+  SUSE Linux Enterprise 
Live Patching 

+ SUSE Manager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혁신하고 계십니까? SAP S/4HANA는 기업이 
IT 복잡성을 줄이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정렬하고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주요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과 적응력을 
제공합니다.

SUSE는 SAP S/4HANA 환경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고 최적화된 빠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점을 실현하도록 
지원합니다.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SAP S/4HANA로  
원활하게 전환 
SAP S/4HANA 애플리케이션은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IT 인프라스트럭처의 복잡성을 

줄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합니다. SAP의  
전략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L inux에서만 
실행되는 SAP HANA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SUSE는 기업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원활하게 
전환하여 SAP S/4HANA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의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배포의 경우,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가 배포 속도를 
높 이 므 로  기 업 의  인 프 라 스 트 럭 처 가  S A P 
Notes의 모범 사례에 충실히 부합합니다. SAP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부분을 클라우드에서 배포할 
준비가 되면, SAP HANA 및 SAP S/4HANA 
애플리케이션의 빠르고 쉬운 배포를 위해 지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뿐 아니라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예: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까지 폭넓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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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S(bring-your-own-subscription) 또는 온디맨드 
요금제(pay-as-you-go) 선택 시 사전 정의된 배포 
템플릿을 사용하여 필요성 및 선호도에 가장 적합한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자동화 툴을 통한 서비스 제공 속도 향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목표는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를 사용하면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통해 SAP S/4HANA 환경을 설치 및 구성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는 단일 노드 및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전체 
SAP S/4HANA 소프트웨어 스택의 구성 스크립트와 자동 
구축을 특징으로 합니다.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는 SUSE에서 개발하여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SAP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성능 튜닝 
패키지를 활용합니다. 자동 설치 기능을 SUSE Manager와 
통합하여 단일 창을 통해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 SAP 
시스템의 수명 주기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USE Manager는 기존 IT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S/4HANA로 전환하는 동안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IT 환경이 중단 없이 지속됩니다. SUSE 
Manager는 멀티 벤더,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나 IT 솔루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덜 받고 대응 시간이 
빨라지므로 고객 만족도와 직원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자동화 
SUSE를 사용하면 서버 및 SAP 관련 운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대시보드에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SAP 
기본 관리자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기본 관리자가 클러스터 
결정을 시각화 및 검증하고 페일오버 전환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을 사용하여 SAP HANA 시스템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서버 인스턴스 구성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툴은 
완전히 자동화되거나 마법사 형식으로 제공되어 시스템 
관리자에게 구성 업데이트 또는 문제 해결 단계를 
안내합니다.

SAP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의 안정성 보장 
SAP S/4HANA는 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SUSE Linux Enterprise for SAP Applications에 모든 
기능을 갖춘 고가용성 재해 복구 솔루션인 SUSE Linux 
Enterprise High Availability Extens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 및 비용 최적화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물리적 및 가상 시스템의 모든 조합을 네 가지 
고가용성 시나리오들 중 하나로 손쉽게 클러스터링합니다. 
SUSE의 혁신이 SAP S/4HANA 시스템 복제 기능을 
개선하여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자동으로 페일오버 및 
복구합니다. 

SAP S/4HANA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영구 메모리입니다. SAP는 시스템을 재부팅한 
후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IBM 및 인텔의 영구 메모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검증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기존 RAM으로 로드하기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대규모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AP S/4HANA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USE 
Linux Enterprise Live Patching을 사용하면 서버를 
재부팅하거나 다음 서비스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보안 
취약점이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여러 개의 중요한 커널 
패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에는 두 가지 주요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P HANA 방화벽은 인메모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또한 내장된 핵심 서버를 통해 시스템 재부팅 
후 암호화된 원격 스토리지 볼륨의 잠금을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용 핵심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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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는 SAP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고, 쉽고, 리스크가 
낮은 방식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제공함으로써 
SAP S/4HANA의 비전을 실현합니다.

www.suse.com/unlock-excellence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변화를 주도하고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SUSE는 다양한 Linux 배포판, 서버 기술, 하이퍼바이저를 
비롯한 모든 오픈 소스 솔루션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플랫폼 지원을 제공하여 SAP S/4HANA 클라우드 구축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합니다. SUSE는 S/4HANA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제품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SUSE는 SAP 인프라 솔루션의 시장 선도 업체입니다. 

•  LinuxLab에서 SAP와 20년간의 혁신과 협업 
• x86-64 및 ppc64le 기반 서버에서의 SAP HANA를 

위한 최초의 OS 
• SAP HANA 시장 점유율 85% 
• Linux의 SAP HANA 벤치마크 점유율 90%
• SAP HANA용 SAP Business One 버전 점유율 100%

Peter Wiotti 
비즈니스 영역 기반 및 호스팅 책임자 
Implema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 
기능과 차세대 비즈니스 제품군인 SAP S/4HANA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https://www.suse.com/unlock-excell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