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요약

에지-사이즈의
가상 보안 게이트웨이
동급 최고 밀도를 갖춘
가상화 보안 성능 스케일
• 가상화 보안 기능은 사유
단일 목적 시스템을 대체
• 방화벽 성능
» 최대 600Gbps
» RMS의 15배 밀도
» OpEx에 70% 감소
• IPsec 성능
» 최대 230Gbps
» RMS의 2배 밀도
» OpEx에 30% 감소
• MaxCore™ 플랫폼으로
비용 효과적 설치 및
빌트인 확장성
• Intel® Xeon® D 프로세서
제품군은 전력 소비를
현저하게 줄임

Artesyn Embedded Technologies에서
출시한 최신의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은
확장성과 고밀도를 제공한다. Clavister
Security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및 클라우드
운영자의 보안 및 방화벽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보안 기능을 가상화함으로써 고성능 및
최신 세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운영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클라우드 운영자들은 모두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이한 부서나 기능
그룹에 대해 보호 구역을 수립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방화벽
기능은 부서(비용 분배를 간편하게 함)나
전사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적고 낮은 비용의 에지
설치부터 대규모 클라우드 설치까지
손쉽게 규모를 늘리고 확대한다.
Artesyn 및 Clavister의 차세대 보안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Clavister 가상 보안 게이트웨이

Clavister True 차세대 방화벽

Clavister Security 솔루션은 오늘날 네트워크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집중식
데이터 센터부터 클라우드까지 Clavister는 하나의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상
보안 게이트웨이를 자랑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서비스, 평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입에 보안 공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안, 네트워크 자원의 보호,
그리고 가입자 데이터의 보호는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에 대해 의무사항이다.
Artesyn은 업계에서 밀도가 가장 높고 성능이 가장
높은 플랫폼을 모바일 LTE 네트워크를 포함한 보안
부문에 제공한다. 공개 표준 기반으로 구축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자간 소싱 및 비용 효과적인
확장성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성능 증가는 Intel®
Xeon® AES 명령어 세트 및 애드-인 PCI Express
카드를 포함한 새 암호화 가속 기술로 가능하다.
Clavister True 차세대 방화벽은 견고한 방화벽과
최첨단 차세대 기능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이뤄졌다.
Intel® x86 프로세서에 대한 Artesyn MaxCore™ 플랫폼
기술과 가상화 프로세스를 통해 성능은 더 개선되었고
비용은 더 낮아졌다.
최첨단, 가변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증빙 Clavister 및
Artesyn에서 출시한 방화벽 및 보안 솔루션.
Clavister에
에 대한 설명
Clavister는 유선, 모바일 및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네트워
크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로서 3G 및 LTE 텔레콤 네트워
크 에 대한 스몰 셀 무선 보안과 같은 분산 보안 시스템을 전문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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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ec
비교

MaxCore™
230Gbps

RMS
230Gbps

서버

1

6-7

연간 전력(kW)

11,038

16,556

방화벽
비교

MaxCore™
600Gbps

RMS
600Gbps

서버

1

15

연간 전력(kW)

10,249

35,478

Artesyn MaxCore™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