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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Open Source 분야에서 28년간지켜온리더십

1992년 ~ 2000년 2001년 ~ 2010년 2011년 ~ 현재 2017년 ~ 현재

개척시기
SAP의전략적파트너로선정
되어강력한지원환경구축

무중단운영데이터센터
(Always Open Data Center) 

지원

최초의 Linux 제공업체에서소
프트웨어정의인프라및엣지

제공업체로확장

2017
SUSE CaaS(Container-as-
a-Service) 플랫폼

2017
창립 25주년기념

2017
SUSE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플랫폼

2020
SAP Endorsed APP 선정

2019
EQT와파트너쉽
체별

2020
Rancher 인수

최근의기념비적인사건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1992년에 설립된 SUSE는 최초로 기업용 Linux를 시장에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는 True 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명실상부한 리더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사용 사례를 대규모로 진행해 온 SUSE는 최근 Melissa Di Donato를 CEO로 임명했습니다. Melissa의 리더십 하에 SUSE는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새롭고 흥미진진한 사용 사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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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의미션
더나은미래로나아갈수있도록
고객과직원, 파트너, 
커뮤니티(SUSE 다이아몬드) 
여러분모두에게다수의힘(The 
Power of Many)과개방적인협업
및혁신을통해측정가능하고
차별화된가치를선사합니다. 

혁신적이며신뢰할수있는
선도적인파트너로기업에서
전통적인클라우드및엣지
솔루션을간소화, 현대화, 
가속화할수있도록진정한
오픈소스기술을제공합니다.  

SUSE의비전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고객, 직원, 파트너, 개발자 커뮤니티로 구성되는 SUSE 다이아몬드가 SUSU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핵심 요소는 SUSE 뿐만 아니라 SUSE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개방적인 협업과 혁신을 통해 정의합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SUSE의 비전은 "혁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선도적인 파트너로 기업에서 전통적인 클라우드 및 엣지 솔루션을 간소화, 현대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진정한 오픈소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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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 다수의힘(The Power of Many) 기반한 Ture Open Source

IT 인프라를간소화하고추상화하여
디지털트랜스포매이션가속화

소프트웨어정의인프라로
간소화

새로운어플리케이션제공, 클라우드및
하이브리드클라우드로성공실현

컨테이너및클라우드플랫폼으로
현대화

인텔리전스로제품디지털화

엣지에서의
혁신

자동화된솔루션을더
스마트하게강화

인공지능으로가속화

가상머신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USE에서 우리의 일은 바로 고객이 그려줍니다. 즉, SUSE는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웃사이드-인 " 관점을 수용합니다.  유연성과 민첩성을 높이려는 조직은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로 간소화하여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솔루션이 인공 지능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고성능 워크로드와 시간에 민감한 워크로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의 핵심이 바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제공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SUSE 기업 개요

Copyright © SUSE 20205

SUSE 제품

엣지컴퓨팅
SUSE Embedded

멀티쿠버네티스관리
솔루션
Rancher

고가용성
SUSE Linux Enterprise High

Availability

멀티모달운영체제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OS 패치/설정통합관리
SUSE Manager

SUSE 글로벌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셀렉트서비스

프리미엄지원서비스

서비스

SUSE Linux Enterprise                              
고성능컴퓨팅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SUSE Manager

인프라및수명주기관리

퍼블릭클라우드
SUSE in the Cloud

가상머신

쿠버네티스스토리지
Longhorn



50%
HPC 부문 Linux
세계최대규모의 20개슈퍼컴퓨터중
절반이 SUSE에서실행

7/10
소매부문 Linux
미국최대규모의 10개소매업체중 7개
업체가공식 SUSE 고객임

9/10
항공우주부문 Linux
최대규모의 10개항공우주기업중 9개
기업에서 SUSE 이용

#1
임베디드 Linux
보안및안전요구사항이높은제품의
디지털화

4/5
재무부문 Linux
세계최대규모의 5개은행중 4개은
행에서 SUSE Linux Enterprise 사용

상위 10개
통신부문 Linux
최대규모의 10개통신사업자가 SUSE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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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동안수많은고객의성공지원

15+
메인프레임 Linux
15년이상메인프레임 Linux
시장점유율 1위

80%
대기업부문 Linux
전세계포춘 50대기업의 80% 이상이
공식 SUSE 고객임

80%
SAP용 Linux
Linux에서실행중인전체 SAP 어플리케이
션의 80%가
SUSE에서실행

7/10
제약부문 Linux
최대규모의 10개제약업체중 7개업체에서
SUSE Linux Enterprise 사용

12/15
자동차부문 Linux
최대규모의 15개티어 1 자동자벤더
중 12개벤더에서 SUSE 실행

7/10
제조부문 Linux
세계최대규모의 10개제조업체중 7개업
체에서 SUSE Linux Embedded 및 Enterprise 
사용

SUSE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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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지원환경

고객 파트너 커뮤니티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USE는 고객, 파트너와 함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수행한 작업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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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모멘텀.

성장모멘텀. 
5000+
글로벌
파트너

20k+
인증
시스템

$1B+
2023년까지

매출
두배증가

2/3+
전세계포춘 100대기업의

2/3 이상이 SUSE Linux
Enterprise 사용

10k+
인증

어플리케이션

>50%
클라우드시스템

증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USE는 과거 성공과 미래의 성공 모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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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프로세스

파트너사

- SUSE Product 설치/설정및트러블
슈팅기술보유

- 1차장애지원

SUSE Global Support Team

- online Service Request

- L1/L2 기술지원
(문제해결또는버그발견)

SUSE engineering Team

- L3/버그분석

- Program Temporary Fix(PTF) 배포

SUSE Korea기술지원
- 24*7 Hot Line 연결대응

- 필요시현장방문및이슈해결지원
(*연 2회이내)

- 기술지원협력사, SUSE Global Support 
Team 및 SUSE Engineering Team 간
월할한대응조율 (Expediting support)

기술지원요청 미해결시 버그발생시

크리티컬 Incident 
진행상황공유및 Q&A

고객
문제해결 솔루션 PTF

인시던드 작성 지원, 상황 공유

진행 상황 확인 및 공유 진행 상황 확인 및 공유

* SUSE Premium Support(별도 기술)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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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물리, 가상, 클라우드등다양한환경에서사용가능한미션크리티컬한워크로드를위한
월드클래스이며보안이강화된오픈소스리눅스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 라이브패치, 빌트인가상화및 HA 기능활용서비스가용시간최대화

• 컨테이너지원을통해민첩한 IT 인프라생성

• 보안과최적의퍼포먼스를통해 IT 인프라향상

99.999% 
미션크리티컬
가용성

80% 
서버관리비용감소

80% 
비용감소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powers mission-critical workloads over the broadest range of platforms, environments and deployments. With it, your customers can:Create and support an agile IT infrastructure using the latest container applications, JeOS for rapid deployment and provisioning, and precise upgrades of specific components with modules.Deploy mission-critical services with a foundation that maximizes service uptime using cutting edge live patching technology, increase virtualization for application workloads, provide maximum security for all your application needs and create cost-effective infrastructure with support of wide range of hardware platforms.Continuously improve their IT infrastructure by deploying enterprise-ready solutions out of the box with proven security and optimized performance.Using SLES, customers have achieved proven success, with:99.999% mission-critical availability80% savings in server managementAnd an 80% reduction in costs



12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SAP Applications

가용성과보안

성능

사용자편의

엔터프라이즈
OS

SUSE Linux Enterprise 
High Availability

리모트스토리지암호화
관리

SAP HANA HA 
Resource Agents SAP HANA 방화벽

Workload Memory 
Management 퍼포먼스튜닝

설치위자드 수세커넥트를통한호환
패키지퍼블리클라우드 SUSE 패키지허브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SAP Specific 
Update Channel24x7 Priority Support Extended Service Pack 

Overlap Support

SAP Specific Features from SUSE

SUSE Products and Services

NVDIMM 큰주소영역
지원

엔터프라이즈 OS인 SUSE Linux Enterprise Linux위에 SAP운영에최적화된기능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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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데브옵스와 IT 운영자를위한인프라운영의최적의
오픈소스솔루션

• 비용감소와동시에운영최적화

• 인프라의복잡성을줄여, IT 운영의효율화

• 내부보안정책및외부규정과같은컴플라이언스충족

• SLES, RHEL, CentOS, Ubuntu 통합관리

SUSE Manager



CAAS(CONTAINER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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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her는클러스터를통합하여안정적인운영, 워크로드관리
그리고엔터프라이즈수준의보안을보장합니다.

 쿠버네티스를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엣지에배포가능합니다.

 멀티클러스터를 RBAC 기반의계정으로관리합니다.

 다양한환경에배포되어있는클러스터의관리작업을단순화
합니다.

 쿠버네티스버전관리

 가시성및진단

 모니터링과경고메세지

 중앙화된오딧

 노드관리

 클러스터설치

 스토리지

 Continuous Deployment

Rancher



© 2020 SUSE LLC.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USE 및 SUSE 
로고는미국및기타국가에서 SUSE LLC의등록상표입니다. 
다른모든상표는해당소유주의자산입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연락처로 SUSE에문의하십시오. 

+82 010 8510 4515(대한민국)

+49 911 740 53-0(전세계)

SUSE.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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