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마시스, SPARC시스템 용 가상화 솔루션 ‘샤론-SSP’ 출시

- 스트로마시스는 고객이 노후 SPARC기반 하드웨어를 새로운 가상화 환경으로 교체하여
불과 며칠 안에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용비와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한다.

홍콩--(BUSINESS WIRE)-- 크로스 플랫폼 서버 가상화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인
스트로마시스(Stromasys)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클래식 SPARC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가상화하는 솔루션인 ‘샤론-SSP’(CHARON-SSP)를 오늘 출시했다.

‘샤론–SSP’는 업계 포준 x86컴퓨터 시스템의 가상화 환경에서 클래식 SPARC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샤론–SSP’는 수명이 다된(EOL)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스택
전체를 불과 며칠 동안에 교체하여 새로운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시킨다.

존 프롯(John Prot) 스트로마시스 최고경영자(CEO)는 “스트로마시스는 지난 15년 동안
수천 개 공장과 기업체 및 정부 기관의 구형 하드웨어를 새롭게 혁신하여 운용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기업체들의 클래식 하드웨어를 가상화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에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바꿔서 먼 미래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샤론–SSP’를 오늘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샤론–SSP’는 SPARC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썬 ‘솔라리스’(Solaris) 애플리케이션이 변화
없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스트로마시스는 오라클 파트너 네트워크(Oracle Partner
Network)의 일원으로서 고객이 오라클 x86서버에서 ‘샤론–SSP’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샤론–SSP’는 32비트 또는64 비트 하드웨어와 1~24개의 CPU(중앙처리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기본 수준의 버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버전까지 있다. ‘샤론–SSP’는
리눅스, VM웨어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샤론–SSP’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www.stromasys.com/charon-ssp/에서 볼 수 있다.

www.stromasys.com

스트로마시스는 이번에 ‘샤론–SSP’을 출시하여 가상화 솔루션을 VAX, 알파(Alpha),
HP3000 및 PDP-11하드웨어 용에서 SPARC하드웨어 용까지 확대함으로써 클래식 시스템
가상화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시장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스트로마시스(Stromasys) 소개

스트로마시스는 PDP-11, SPARC, 디지털 VAX, 알파 및 HP 3000 서버 등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급 크로스 플랫폼 서버의 가상화 솔루션 분야 최초의 선도적 기업이다. 회사는
사업 및 업무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가상화하고 현대화하며 성능을 향상시켜 그러한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연장시켜 준다. 1998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미국 및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트로마시스는 세계 각국에서 영업 지사와 엔지니어링, 개발 및 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세계 주요 기업과 50여 개국에서 5,000개 이상의 기관에 크로스 플랫폼 가상화
솔루션을 설치했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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