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아티슨, 세계 최초 100 기가 ATCA 기술 시험 성공
쿼드스타 백플레인 아키텍처로 1.6 테라바이트의 통합 시스템 대역폭
구현… 미래에는 최대 4 테라바이트까지 가능
애리조나 주 템피– 2014 년 10 월 22 일--아티슨

임베디드 테크놀로지스 (Artesyn Embedded
Technologies)가 업계 최초로 100 기가 ATCA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과 네트워크
기능가상화(NFV)에 최초로 차세대 대용량 대역폭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해 하나의 개방형 표준기반
블레이드 서버 시스템의 처리량을 최대
4 테라바이트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티슨은 커넥터 제조업체 ERNI 와 공동 작업을 통해 핵심 기술 요소인 커넥터와
백플레인을 개발, 100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성을 ATCA 셸프(shelf)에 구현했다. 본
기술은 올 연말 아티슨의 센텔리스(Centellis)™ 8000 시리즈 시스템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획기적 성과가 적용될 분야는 SDN/NFV 네트워크 보안 및 최적화 분야로,
통상적으로 딥 패킷 인스펙션(DPI) 기술이 대용량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왔다.
아티슨은 4 개의 독립 네트워크를 모든 블레이드에 공급하기 위해 혁신적인
쿼드스타(QuadStar) ™ 백플레인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다. 본 기술은 현재 쓰이고
있는 40 기가 페이로드와 스위치를 바탕으로 이중화(redundancy)가 없을 경우
블레이드당 160 기가의 대역폭, 혹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중화를 공급할 경우
블레이드당 120 기가의 백플레인을 채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객사에 제공한다. 이는
이중화가 없을 경우 1.6 테라바이트의 통합 시스템 대역폭과 동급이며, 이와 똑같은
쿼드스타 기술이 100 기가 페이로드와 스위치에 적용된다. 따라서 고객사는 이중화가
없을 경우 각 블레이드당 최대 400 기가(통합 시스템 대역폭은 4.0 테라바이트),
이중화가 공급될 경우 300 기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고객사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40 기가 기술을 적용해 최대 1.6 테라바이트의 통합

시스템 대역폭을 구현한 뒤 100 기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섀시와
백플레인을 사용해 최대 4.0 테라바이트의 통합 시스템 대역폭을 구현할 수 있다.
아티슨의 덕 샌디(Doug Sandy) 임베디드 컴퓨팅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아티슨은
동종업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100 기가 ATCA 에 대한 개방형 표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들은 자사의 SDN/NFV 플랫폼이 최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과거에 프로로그(Pro-Log), 모토로라 컴퓨터 그룹,
포스 컴퓨터(Force Computers), 에머슨 사의 임베디드 컴퓨팅 사업부 등 업체에
몸담으며 오랜시간 표준 개발에 헌신했으며 전자 및 임베디드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 아티슨은 최고의 ATCA 표준 개발업체 중 하나이며 100 기가 ATCA 기술에 대한
우리의 리더십이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샌디 CTO 는 이에 덧붙여 "우리는 고객사들이 앞으로 100 기가 페이로드 블레이드가
시판되면 자사의 셸프를 전면 교체하지 않게 하기 위해 100 기가 쉘프를 신속히
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사들은 기술 투자로 미래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
우리는 10 기가에서 40 기가로의 전환 때도 동일한 철학을 고수했으며, 이로 인해
아티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ATCA 장비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티슨은 증가된 대역폭과 고도화된 지능망에 대한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원동력 및 도전 과제를 담은 백서 '표준 플랫폼 내 100 기가
구현(100G+ on a Standard Platform)'를 발간했다.
회사 로고
http://release.media-outreach.com/i/Download/1489
Artesyn Embedded Technologies 소개
아티슨 임베디드 테크놀로지스는 통신, 컴퓨팅, 의료, 군사, 우주항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파워 컨버젼 및 임베디드 컴퓨팅 솔루션의 설계
및 제조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정상급 기업이다.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효율적인 첨단 네트워크 컴퓨팅 및 파워 컨버젼 솔루션을 통해 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티슨의 기술력은 40년 이상 고객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아티슨은
우수한 9개 개발 센터, 세계적 수준의 제조 시설 4곳, 전세계 개설된 영업 및 지원
센터에 20,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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