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리눅스

TmaxOS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서버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Why ProLinux?

ProLinux는 최신 커널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사용이 가능한 x86서버 전용 리눅스 OS입니다. TmaxOS는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사 제품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서버,
Web〮WAS서버 및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ProLinux는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하여 컨설팅부터 구축,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MAX 제품 최적화

차별화된 One-Stop 기술 지원

통합 운영 관리

▪ 시스템 S/W와 OS간 최적화된 튜닝 및 JDK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성능 〮 고가용성 실현

▪ 단일 채널 접수 지원을 통해 R&D 레벨의
즉각적이고 폭넓은 지원 서비스 제공

▪ 전용 관리 도구를 통한 손쉬운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어

서비스 적용
ProLinux

x86 server

OpenStack
ProLinux

JEUS

Tibero

ProJDK

ProLinux

x86 서버 OS

범용성과 호환성을 갖춘 x86서버의 OS로 안정성과 보안을개선하고 신뢰성, 가용성,
보수용이성을 제공합니다.

Cloud OS

Cloud Infrastructure Software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오픈 소스 기반 프로젝트인
OpenStack에서 안정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버 핵심 S/W 연계

엔터프라이즈 환경 서버의 핵심 S/W인 DB와 WAS 제품을 JDK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자사 제품과 연계하여 통합 모니터링으로 편리한 관리 및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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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nux 주요 기능

핵심 S/W 보유 그룹사 DB, WAS S/W 연계

▪ SDN, NFV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 지원
▪ 최신 H/W 및 주변장치 지원

Tibero/JEUS
ProLinux

x86 server

ProJDK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JDK 지원 서비스
▪ 플랫폼 종속 없이 지원
▪ 자사 제품과의 번들 제공을 통해 고성능,
고가용성, 비용 최적화 실현

JAVA App.
ProJDK
Server

SysMaster for Server 관리자를 위한 편리한 운영 툴

▪ OS/패키지 프로비저닝
▪ 주요 자원 모니터링
▪ Content Management 원격 지원

Agent

Hybrid Cloud OpenStack Platform으로 제공

T-Up Linux 자사 솔루션을 통한 간편한 마이그레이션
UNIX

▪ 비용 절감 및 편리한 운영
▪ T-Up JEUS, T-Up Tibero 통합을
통한 전환 편의성 및 안정성 제공

Linux

고객 중심 서비스 전문엔지니어의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

▪ 가상화된 리소스를 클라우드 상에 구성
및 관리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시스템 작업 통합으로 운영 단순화 및
지출 최소화

HELP

▪ R&D 레벨의 One-Channel One-Stop 기술 지원
▪ 기술 문의 및 긴급 전화 지원
▪ 원격 진단 및 게시판 운영
▪ 신속 명확한 방문 지원

ProLinux 활용 분야

차세대 인프라 구성,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최적화된 서버 OS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인프라 구성

▪ ProLinux를 도입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서버 환경을 제공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구축

▪ UNIX 및 타 Linux OS에서 ProLinux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 다양한 오픈 S/W를 검증 및 제공

고객 지원 서비스

연 단위 Subscription 구매 형태로, 서비스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지원
장애 지원

온라인 지원
방문지원

사용자 지원
교육 지원

세미나 및 행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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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지원

추가 서비스

업그레이드 제공

원격 〮 방문 지원 추가 구매

유형별 패치 적용

ProJDK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도구 별도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