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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운영 체제는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기반입니다. 귀하께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운영 체제의 신뢰성과  

보안에 의존합니다. 귀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물리적 하드웨어, 가상 시스템 및 클라우드에 용이하게 배포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귀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고성능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플랫

폼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체제는 귀하께서 새로운 솔루션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용 Red Hat® Enterprise Linux® 플랫

폼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Fortune 500대 기업 중 90%가 Red Hat을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1

특징 및 이점

운영 체제 기본 사항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는 CPU, 메모리,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 인프라의 기본적인 컴퓨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조율합니다. Red Hat은 운영 체제가 새로운 하드웨어의 혁신을  

최대한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하드웨어 벤더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 협업 덕분에  

성능을 가속화하거나 전력 활용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칩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또는 드라이버의 등장에도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는 모든 사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에는 안정성이 입증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는 뛰어난 안정

성과 군사급 보안을 제공하여  

기술을 통해 귀사에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를 제공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는 핵심 운영 체제 기능을 수행하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 대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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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는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확장성이 뛰어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최소한의 관리 오버헤드로 고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본 시스템의 복잡성을  

관리합니다. 성능 최적화 툴을 통해 인프라를 서비스 수준 요구에 정확하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는 x86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운영 체제 중 하나입니

다. 솔루션 공급자가 솔루션의 성능을 소개하고자 할 때 업계 벤치마크를 실행할 플랫폼으로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를 자주 선택합니다. 이러한 벤치마크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Java 애플리케

이션 성능, 물리적 및 가상 환경에서의 I/O 속도 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합니다.

스토리지

현대 데이터센터에서 서버는 거의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의 기본 

파일 시스템은 xfs로,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 확장성이 뛰어나며(최대 500TB) 견고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는 데이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파일 시스템(ext4, CIFS, GFS2)을 제공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에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업무 연속성과  재해 복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냅샷과 백업 툴 등의 스토리지 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Red Hat 에코시스템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에서의 작동이 인증된  

타사 백업 및 복원 솔루션의 주요 공급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

Red Hat Enterprise Linux는 침입을 방지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SELinux(Security Enhanced Linux)와 

같은 군사급 보안 기술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제어부터 애플리케이션 격리를 위한 안전한 컨테

이너까지, Red Hat Enterprise Linux는 현재까지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한 운영 체제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 배포 인증을 받았습니다. Red Hat의 글로벌 보안 대응 팀의  

지원으로 물리적, 가상, 클라우드 배포 전반에 걸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술과 정책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Red Hat Enterprise Linux 고객은 기업 사용자에게 99.999%의 가동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Red Hat Enterprise Linux의 견고한 안정성은 고급 하드웨어의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의 도움으로 실현됩니다. Pacemaker 클러스터 관리자 및 GFS2 클러스터형 파일 시스템

을 사용하여 물리적 또는 가상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Red Hat 

High Availability Add-On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링 기능은 Apache, PostgreSQL 및 SAP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상용 애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 모두를 위한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서버 관리

관리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병렬 처리를 적용한 강력한 프레임 워크인 systemd는 관리자에게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 및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결한 명령 및 그래픽 툴 세트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제어와 일치하는 강력한 자체 검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직에 타사의 IT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 

경우 OpenLMI에서 제공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서브스크립션으로 업계에

서 가장 광범위한 파트너, 고객,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에 

액세스하여 성공을 지원하고 가속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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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에는 KVM 기반 가상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는 가상 게스트에 대한 호스트로 사용되거나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VMware 또는 Microsoft Hyper-V와 같이 지원되는 하이퍼바이저의 게스트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게스트로서의 Red Hat Enterprise Linux의 성능은 많은 워크로드의 물리적 시스템에서의 성능과 거의 

동일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의 서브스크립션은 유연하기 때문에 Red Hat에 문의하여 

서브스크립션을 수정하지 않아도 물리적 환경에서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으로 자유 자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Red Hat Enterprise Linux는 임베디드 장치에서 메인프레임까지 수많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지원합니

다. UNIX 및 Microsoft Windows 모두를 위한 중앙 집중식 ID 관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는 주요 하이퍼바이저와 상용 클라우드 

공급자와 협력하여 물리적, 가상 및 클라우드 배포간의 전환을 단순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운영 체제는 종종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해야 하는 범용 backbone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는 애플리케이션 격리 기능, 사용자 인증 서비스 및 관리 기능과 같은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목표로 하는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DevOps 팀은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에 대한 통합된 감독과 통제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Linux 컨테이너는 가벼운 애플리케이션 격리와 이미지 기반 배포 방법의 유연성을 결합합니다. 컨테이너

에는 애플리케이션 종속성(런타임, 라이브러리)이 포함되어 애플리케이션이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및 Red Hat의 OpenShift를 포함하는 모든 호스트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공간이 절약되며, 최소한의 오버헤드 및 간편한 유지 관리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ID 관리

ID 관리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필수적입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에는 다른 점

에서는 복잡한 사용자 인증 및 액세스 권한 관리 작업을 단순화 ID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의 하나는 Linux, UNIX 및 Microsoft Windows 도메인에 걸쳐 ID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로 인해  

각기 다른 도메인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 SSO(Single Sign-On) 기능 및 사용자를  

위한 통합된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Directory와의 통합으로 Windows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워크플로를 사용해 SELinux 보안 프로파일로 작업하거나, Linux 관리자들이 Windows 사용자를 Linux 

도메인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

Red Hat Enterprise Linux는 관리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 네트워크, CPU 처리 같은 세밀한 리소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systemd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보안, 서비스의 중앙 집중식 관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Linux 컨테이너는 

개발, 테스트 및 생산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격리, 보안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어 그룹(cgroups)은 

달성 방법 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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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소개

Red Hat은 세계 최고의 오픈 소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고성능 
클라우드, 가상화, 스토리지, Linux, 미들웨어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 고객에게 수상 경력에 
빛나는 우수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70곳 이상에 지사를 보유한 S&P 기업으로, 
고객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d Hat 포트폴리오  자세한 내용은 redha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툴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에는 지원되는 오픈 소스 도구의 전체 세트 즉, OpenJDK7, GCC, 

Ruby, Python, PHP, Perl 같은 개발 툴, OProfile, SystemTap, Valgrind 등의 성능 툴, MariaDB, 

MongoDB, Post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pache Web Server 같이 안정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지원 오픈 소스 도구의 전체 세트를 포함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에는 개발자 프로그램이 있어 특화된 서브스크립션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가 

가능한 지원 수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개발 언어, 데이터베이스, Eclipse IDE를 포함하는 

툴의 안정적인 최신 버전의 더 빠른 릴리스 사이클을 제공하는 Red Hat Developer Toolset 과 Red Hat 

Software Collections이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

Fortune 500대 기업의 90%가 Red Hat을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Red Hat 영업 팀

에 문의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시트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