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요약

심층 패킷 검사용 고밀도,
고밀도
Big Data 클러스터 기기
스택 서버에 비해 65%나
나
더 적은 OpEx
• Hadoop-기반의 심층
패킷 검사 클러스트
• 일체형 로드 밸런싱과
최고 400G 전이중
연결성
• 3U에 최대 240개의 Intel®
Xeon® 코어
• 일체형 고속 패브릭
• IPsec, 압축/감압 및 RSA
작동을 위해 하드웨어
오프로드 지원

Artesyn Embedded Technologies의
MaxCore™ 플랫폼은 Big Data 기술을
사용하는 고속 및 고밀도 심층 패킷 검사
(DPI) 적용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MaxCore 플랫폼 안에 구축된 Hadoop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수많은 DPI
적용을 위해 로우 프로파일, 에너지
효율적이며 비용 최적화된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
B2B, B2C, 클라우드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기행위 적발/관리, 수익
보장, 데이터 발굴, 기계 학습 등 전산
집중 DPI 적용을 실행할 수 있다.

MaxCore 플랫폼은 인접 노드 간 통신을
위해 일체형 25Gb 패브릭에 구축되어
있어서 멀티-호스트 I/O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본 아키텍처는 I/O 선택에 대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I/O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외부 스위치가 필요한
재래식 서버에 대해 비용을 크게 줄이게
한다. 규격화 PCI Express 카드로
하드웨어 오프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별
기능을 손쉬우면서도 비용 효과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외부 네트워크
부착 저장(NAS) 솔루션이 바람직하다.

MaxCore™ 플랫폼에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MaxCore™ 플랫폼
Hadoop 전산 클러스터
Inter® Xeon®
Processor D
HDFS

Inter® Xeon®
Processor D

Map/Reduce

PIG

Mahout

Hive

Inter® Xeon®
Processor D
ZooKeeper

Ambari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일체형 25Gb 클러스터 패브릭
공유 하드웨어 오프로드

Crypto 가속기

로드 밸런싱으로 공유된 고속 네트워킹
일체형 네트워킹

공유 NIC

듀얼 10GE

스위치

듀얼 100GE

스위치

듀얼 10GE

네트워크
부착 저장

MaxCore™ 플랫폼

재래식 서버 접근방식

표준 Hadoop-기반의 솔루션은 대규모 클러스터의
물품 랙 장착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버는
보통 전력이나 공간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Hadoop 작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서버가 추가되고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가
무질서하게 뻗어 나간다.
Artesyn의 MaxCore™ 플랫폼은 이러한 밀집
Hadoop 클러스터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콤팩트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밀집 마이크로 서버에
Intel® Xeon® 프로세서 D SoC를 활용한다. MaxCore
3U 플랫폼은 2.0GHz에서 작동하는 최대 240개의
Intel Xeon 프로세서 D 코어를 지원할 수 있고 이들
각각은 일체형 25Gb 패브릭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이 플랫폼은 최대 400Gbps 전이중을
연결하는 일체형 Intel® FM10840 기반의 지능형
스위치 카드로 로드 밸런싱을 지원한다.
MaxCore 플랫폼은 전자통신 스타일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공간과 에너지 부담을 줄여 데이터
센터에 Hadoop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단일 시스템을 넘어서서 크기를 조정하는 추가적인
방법은 최대 14개의 추가적 MaxCore 시스템을
호스트 MaxCore 시스템에 연결하는 PCI Express
확장기 키트를 사용하여 MaxCore 패브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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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x 비교

1U 서버
솔루션

MaxCore™
솔루션

NAS를 제외하고
최대 240개의 코
어에 필요한
Rackspace

7U

3U

전력 소비

6,200W（추정
6x 서버 @
1000W, 1x 스
위치 @ 200W）

2,200W

전력 비용/년 @
10ct/kWh

$5,431

$1,927

압축 서버 공간 및 65% 더 낮은 OpEx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