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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데이터 센터 매니저 (DCM)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2600 v4
최고 성능의 E5-2600 v4 프로세서
4 채널 DDR4

DDR4

BROADWELL-EP
E5-2600 V4

DDR4
DDR4
DDR4

Core

Core

Core
.
..
..

Core
.
..
..

Core

Core

평균 19% 성능 향상

QPI

• DDR4 메모리로 I/O처리량 2400MT/S로 증가
• 향상된 자원 모니터링 및 할당 기능,
최적의 데이터 센터 통합 및 가상화 경험 제공

QPI

Shared Cache

• 기존 EP V3 CPU와의 소켓 호환성

최대 22코어

DMI2

• 향상된 하드웨어 보안 기능

.
..
..

40 Lanes
PCIe*
3.0

• 14nm 공정기술로 전력과 발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2 QPI 1.1

E5-2600 v3 와 E5-2600 v4 비교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2600 v3

Feature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2600 v4

product family (HSW-EP)

Socket

product family (BDW-EP)

Socket R3

Process Technology

22 nm

14 nm

Architecture

Haswell microarchitecture

Broadwell microarchitecture

Max Core/Thread Count

Up to 18 cores / 36 threads

Memory Support

Up to 22 cores / 44 threads
4xDDR4 channels

Memory Speed

Up to 2400 MT/s

Up to 2133 MT/s

Max: Memory Channels
/ DIMM Slots / Capacity

8 / 24 / 1536 GB

QPI Ports

2x QPI 1.1 channels 6.4, 8.0, 9.6 GT/s

PCIe* Lanes / Controllers

40 / 10 / PCIe* 3.0 (2.5, 5, 8 GT/s)

TDP (W)

Up to 145W Server; 160W Workstation only

Chipset

인텔® C610 series chipset (Wellsburg PCH)

Connectivity

Up to 40GbE - 인텔® Ethernet Controller XL710 (Fortville)

E5-2699 v3 와 E5-2699 v4 성능 비교
Xeon® E5-2699 v3 (18C, 2.3GHz, 145W) "Haswell-EP 2S"

Xeon® E5-2699 v4 (22C, 2.2GHz, 145W) "Broadwell-EP 2S"

Relative Performance

1.25
1.19
1

E5-2699 v3
Baseline

1.19

1.21

1.21

1.08

Est.
STREAMTriad

최대

1.19배
성능 향상

Est. SPECfp*
_rate
_base2006

Est. Brokerage
OLTP

Est. SPECint*
_rate
_base2006

Est.
Warehouse
OLTP

Est.
LIN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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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제온® 프로세서 E5-2600 v4
Broadwell-EP 주요 특성
1.

새로운 인텔® TSX (Transactional Synchronization Extensions) 명령어 지원
: 쉬운 병렬 프로그램 구현과 처리 성능 향상 (공유자원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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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Global Lock

With 인텔® TSX
중요한 데이터 영역에만 하드웨어 잠금

2.

인텔® AVX 성능 향상
: 워크로드 실행 시 다른 코어의 클럭이 감소하지 않아 보다 좋은 성능 구현
Non-AVX Codes

AVX Workloads

Mixed Workloads
(HSW E5/E7)

Mixed Workloads
(BDW E5/E7)

Turbo
AVX_Turbo
...

Scalar

AVX

AVX

Scalar

Scalar

AVX

Scalar

...

Cores

Cores

Cores

AVX 작동시 낮은

기존 E5/E7 AVX 작동시
관련 없는
워크로드도 클럭이 감소

E5-2600 v4 family의
AVX 작동시

터보 속도로 작동

3.

AVX

...

AVX

AVX

AVX

AVX

Scalar

Scalar

Scalar

Scalar

Cores

...

관련 없는 워크로드는
클럭이 감소하지 않음.

인텔® Resource Director Technology
: 인텔® 자원 관리 기술로 가상화 시스템에 최적화된 성능 제공
•Cache Monitoring Technology (CMT) :VMM의 App/VM 레벨에서 캐시 점유율 모니터링 기능 지원
•Cache Allocation Technology (CAT) : 스레드간의 캐시를 할당하여 작업우선순위, 자원분할을 원활하게 구현
•Memory Bandwidth Monitoring (MBM) :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작업의 효율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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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제온® 프로세서 E5-2600 v4

4.

Security
: 향상된 H/W 데이터 보호
Secure Connections

Key Generations

Malware Protection

Malware Protection

Crypto Speedup

Secure Key

#VE
(Beacon Pass 2)

SMAP

RSA 성능 최대
30%+1 향상

향상된 보안

향상된 메모리 모니터링

향상된 플랫폼 보안

BROADWELL EP 프로세서는 모든 범위의 데이터 보호 향상

5.

인텔® 제온® E5-2600 v4 프로세서 제원표
E5-2600 v4 (Broadwell)

PROCESSOR
NUMBER

CPU
FREQUENCY (GHz)

NUMBER
OF CORES

CACHE
(MB)

POWER
(W)

INTEL® QPI
NINK SPEED (GT/s)

DDR4
MEMORY

★

2.2

22/44

55

145

9.6

2400

E5-2698A v4 ★

2.2

20/44

50

135

9.6

2400

E5-2697A v4 ★

E5-2699 v4

2.6

16/32

40

145

9.6

2400

E5-2697 v4

2.3

18/36

45

145

9.6

2400

E5-2695 v4

2.1

18/36

45

120

9.6

2400

E5-2690 v4

2.6

14/28

35

135

9.6

2400

E5-2687W v4

3

12/24

30

160

9.6

2400

E5-2683 v4

2.1

16/32

40

120

9.6

2400

2.4

14/28

35

120

9.6

2400

3.2

8/16

25

135

9.6

2400

2

14/28

35

105

9.6

2400

2.2

12/24

30

105

9.6

2400

3.4

6/12

20

135

9.6

2400

2.4

10/20

25

80

8.0

2133

3.5

4/8

15

135

9.6

2400

2.2

10/20

25

85

8.0

2133

E5-2680 v4
E5-2667 v4

★

E5-2660 v4
E5-2650 v4
E5-2643 v4

★

E5-2640 v4
E5-2637 v4

★

E5-2630 v4
E5-2623 v4

2.6

4/8

10

85

8.0

2133

E5-2620 v4

2.1

8/16

20

85

8.0

2133

E5-2609 v4

1.7

8/8

20

85

6.4

1866

★

E5-2603 v4

1.7

6/6

15

85

6.4

1866

E5-2650L v4 ★

1.7

14/28

35

65

9.6

2400

E5-2630L v4 ★

1.8

10/20

25

55

8.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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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제온® 프로세서 E3-1200 v5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1200 v5 제품군 : 개요
14nm 공정

PCIe I/O

소켓 LGA 1151

DMI

System Agent
PCIe 3.0

인텔® 하이퍼-쓰레드 기술
증가된 클럭 당
인스트럭션 수 (IPC)

GT 4*
3D Gfx/Media Arch/Perf.
지원

IMC

Display

인텔® 터보부스트 기술

신규 API를 위한

Display Ports

Core

LLC

Core

LLC

Core

LLC

Core

LLC

3 Digital Displays
2ch DDR4

eDRAM*
128MB (BGA)

High
Bandwidth
Cache
Memory

Integrated Graphics

8M LLC

DDR4-2133 2D/Ch
64GB 용량 ECC UDIMMs

PCIe 3.0 x16/2x8
3 controllers

Intel ® SVT
NEW

* GT4e/Premium Graphics is BGA only and is not LGA compatible

E3-1200 v5 는 극적인 성능 향상 및 그래픽 능력을 제공합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1200 v5 제품군 : 성능 비교
CPU 성능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 제품군
세대별 성능 비교

그래픽성능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 제품군 및 인텔® HD 그래픽 P530
세대별 성능 비교
1.43x

2.26x

1.13x

1.78x
1.0

1.0

Intel® Xeon®
Processor
E3-1275 v2

Intel® Xeon®
Processor
E3-1276 v3

Intel® Xeon®
Processor
E3-1275 v5

Intel® Xeon®
Processor
E3-1275 v2

Intel® Xeon®
Processor
E3-1276 v3

Intel® Xeon®
Processor
E3-1275 v5

PROFESSIONAL GRAPHICS PERFORMANCE1.4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1200 v5 제품군 :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제공
데이터 센터 그래픽
저전력, 고효율

소기업
저비용 리얼 서버 구축 가능

고집적 서버
웹스케일 워크로드 및 디플로이먼트 모델
처리를 위한 최적의 서버 구성 제공

스토리지
저전력의 빠른 I/O 성능 제공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위한 시스템
– 신뢰성, 안정성 및 성능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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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지능형 시스템
사물인터넷 구현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1200 v5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1200 v5 제품군 : 주요 특성
Features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 제품군

Benefits
입문자용 가격대에 워크스테이션 클래스의 성능, 안정성 및 보안 제공

- 1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 제품군 대비 최대 1.43배 성능
스카이레이크 마이크로아키텍쳐

강화된 에너지 효율 및 성능 - 인텔의 업계 선도 14nm 공정 기술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안정정 및 보안

ECC 메모리 지원

자동 데이터 수정 기능으로 데이터 완전성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공

인텔® 래피드 스토리지 기술 14..x (Intel RST)

디스크 고장 시 무중단 운영 및 빠른 데이터 복구 가능

I/O 로드 및 전원 관리 설정에 따라 능동적 전원 관리 가능
인텔® 데이터 보호 기술 (AES-NI)

응답시간 지연 없이 암호화 데이터 보안 향상

인텔® 데이터 보호 기술 (Secure Key)

다양한 보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및 성능 강화

인텔® 플랫폼 보호 기술 (BIOS Guard 2.0)

말웨어 및 DoS 공격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인텔® 플랫폼 보호 기술 (OS Guard)

말웨어 보호 기능 강화

인텔®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 (Intel SGX)

외부 소프트웨어의 비인가 접속 및 수정 시도로부터 민감한 데이터 보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성능
인텔® 어드밴스드 벡터 익스텐션 2 (Intel AXV2)

이미지 처리, 비디오 편집,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놀라운 성능 향상 제공

인텔® 터보 부스트 2.0

피크 로드 시 CPU 및 그래픽 성능 가속

인텔® 하이퍼-쓰레드 기술

멀티쓰레드 어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PCI Express 3.0 ports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확장성 및 유연성 제공

- 이전 세대 대비 최대 2배 I/O 대역폭 제공
Serial ATA 3.0 (SATA 3.0)

보다 빠른 데이터 접속, 시스템 시작 및 어플리케이션 구동 가능

- 이전 세대 대비 2배의 데이터 처리량 제공
인텔® 가상화 기술 (Intel VT / Intel VT-x)

코어 가상화 처리 능력 향상

인텔® 다이렉트 I/O 가상화 기술 (Intel VT-d)

I/O 가상화의 하드웨어 레벨 지원 기능 포함

인텔® Pro Wireless 디스플레이

보안과 편리성이 보장된 고급 무선 오디오/비디오 출력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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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 첫서버 도입
적은 비용에 사용이 쉽고, 믿을 수 있는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R1304RP

•신규 회사 및 SMB를 위한 저비용 랙형 서버
•간단한 설치, 사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안정성이 검증된 E3-1200 v3/v4 기반 플랫폼

R1208RP
비용 효율적인 1소켓 랙 타입 서버

R1304SP (E3-1200 v5기반)
R1208SP (E3-1200 v5기반)
최신 E3-1200 v5채용의 1소켓 랙타입 서버

•최신 E3-1200 v5 기반의 고효율 서버
•높은 대역폭의 DDR4 메모리 사용으로 성능 극대화

중소•중견 기업고객
품질, 가격 및 성능에 초점을 맞춘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환경을 위한 2소켓 디자인

P4304CW
E5-2600 v3/v4 지원의
2소켓 서버

•인텔 서버관리 지원
•다양한 확장성
•최신 E5-2600 v4 지원
•DDR4 메모리 16DIMM 지원

•최신 E5-2600 v3/v4 기반의 고효율 서버

R1304WT
최신 E5-2600 v3/v4 채용의
1소켓 랙타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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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역폭의 DDR4 메모리 사용으로 성능 극대화
•DDR4 메모리 24DIMM 지원
•10G속도의 네트워크 지원

고성능 컴퓨팅 (HPC)
높은 성능, 고밀도 및 비용에 초점을 맞춘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145W CPU 2소켓 지원 하여 높은 성능 구현
•DDR4 16DIMM 채용으로 1024GB까지 메모리 확장 가능

HNS2600TP
고급 사양의 HPC 컴퓨팅 솔루션

•80개의 PCI-Express 레인으로 다양한 장치 구성가능

•145W CPU 2소켓 지원 하여 높은 성능 구현

HNS2600KP
중급 사양의 HPC컴퓨팅 솔루션

•DDR4 8DIMM 채용으로 512GB까지 메모리 확장 가능
•64개의 PCI-Express 레인으로 다양한 장치 구성가능

임베디드 / 어플라이언스
고품질, 긴 수명 및 뛰어난 제품 지원을 제공하는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환경을 위한 2소켓 디자인
•인텔 서버관리 지원
•다양한 확장성
•최신 E5-2600 v4 지원
•DDR4 메모리 16DIMM 지원

P4304CW
E5-2600 v3/v4 지원의 2소켓 서버

08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최신의 E5-2600 v4 CPU 2소켓 지원
•최대 10Gbe의 랜지원
•24DIMM의 DDR4 지원으로 1536GB 지원

R2308WT, R2312WT
2U 방식의 2소켓 서버 플랫폼

•최신의 E5-2600 v4 CPU 2소켓 지원
•최대 10Gbe의 랜지원
•24DIMM의 DDR4 채용으로 1536GB 지원

R2224WT

•2.5인치 HDD/SSD 24베이 지원

많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플랫폼

스토리지
긴 수명과 고품질을 제공하며 뛰어난 I/O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구성된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JBOD2224S2DP

•2U 랙타입으로 뛰어난 호환성
•최대 48TB의 용량 지원
•2.5 및 3.5인치 장착가능
•SAS/SATA 6G 또는 12G 연결을 위한 옵션 선택 가능

JBOD2312S2SP
HDD/SSD 핫스왑베이를 이용한
스토리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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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 PSU지원 및 효율적인 냉각성능

통합 인프라를 위한 인텔® 서버 제품
HPC, 네트워킹, 스토리지와 관련된 서버의 모든 역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원하는 인텔® 서버 플랫폼 포트폴리오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성능
•CPU와 메모리의 뛰어난 확장성
•쉬운 시스템 통합, 검증, 호환성, 인증 및 지원
•최대 24개의 2.5"12 GB/s의 SAS HDD (노드 당 최대 6개)
•노드당 두개의 NVME 콤보 백플레인 지원

R2224XXKR2 + HNS2600TP2(S)
4개의 모듈러 서버를 이용한
최고성능의 2U 플랫폼

사용 대상
클라우드 / 가상화 환경
Vmware EVO:RAIL에 인증된 통합 인프라를 위한
인텔® 서버 제품을 사용하면 배포, 관리, 가상 작업공간 확장을 사용자가
쉽게 설정 가능하다.
통합 솔루션은 확장 컴퓨팅과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Enterprise IT
엔터프라이즈 컴퓨팅과 스토리지 워크로드에 통합 인프라를 위한
인텔® 서버 제품이 이상적이다.
고성능, 고가용성 및 관리가 쉽도록 설계되었다.
통합 인프라를 위한 인텔® 서버 제품은 IT 리소스 운영의 혁신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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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RAID 솔루션
서버에 가장 중요한 RAID

인텔® RAID솔루션은 SAS2, SAS3 기반의 AIC, module, expander, SSD cache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인텔® RAID인가?
인텔® RAID는 오늘날의 데이터센터 및 소규모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스토리지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폭넓은 RAID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인텔® RAID RS3 컨트롤러, 인텔® 통합형 RAID RMS25/S3 모듈, 인텔® RAID High Availability 및
인텔® RAID SSD Cache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의 성능

RAID 모드에서 최대 6000MB/s의 처리량 및 750K
IOPs를 제공하고, pass-through SAS(JBOD)
모드에서는 1M 이상의 IOPs를 제공합니다.

고급 데이터 보호

안정적인 LSI* Mega RAID 기술에 의해 뒷받침 됩니다.

사용 용이성

여러 제품에서 작동하는 웹 기반 GUI 및 커맨드라인 도구로
작동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천 시간에 걸쳐
철저히 검증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지원 및 파트너 프로그램

인텔® Advanced Warranty Replacement에
의해 뒷받침되는 맞춤형 교육, 설계 채택 및 판매 이후 지원

기본 : 소프트웨어 RAID
소프트웨어 RAID는 하드웨어 RAID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의 하위 집합이며, 운영체제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RAID는 시스템 리소스, 프로세서 및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소프트웨어 RAID는 대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또는 운영 체제를 미러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인텔은 다음을 비롯한 8가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RAID 키를
판매합니다.
•인텔® RAID C600 업그레이드 키 RKSAS8R5 : 인텔® 서버 보드용 3Gb/s SAS 포트를 8개까지 제공하고,

RAID 수준 0/1/5/10을 포함하는 인텔® 임베디드 서버 RAID 기술을 제공합니다.

엔트리급 : I/O 컨트롤러 기반 하드웨어 RAID
엔트리급 RAID는 성능과 메인스트림 기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비용 위주의 솔루션을 위해 하드웨어 RAID
0/1/10/1E를 제공합니다. 인텔의 엔트리급 RAID 모듈은 액세서리 AXXRCVT8788과 결합될 경우 JBOD와
함께 사용되어도 성능이 우수합니다. 엔트리급 솔루션을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다음 솔루션이 권장됩니다.
•인텔® 통합형 RAID 모듈 RMS25JB080 : 스토리지 I/O 모듈 커넥터를 갖춘 인텔® 서버 보드 및 시스템에 대해

8개의 6Gb/s SAS 포트를 제공합니다.
•인텔® RAID 컨트롤러 RS3UC080 : PCIe 슬롯에 설치할 수 있고 SAS 3.0 기능을 갖춘 12Gb/s 포트를 8개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군(중간 계층) : I/O 컨트롤러 기반 및 고급 펌웨어
중소기업(SMB)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 서버는 고급 RAID 및 스토리지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메인스트림(인텔리전트
하드웨어 RAID) 성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객을 위해 인텔은 메인스트림 RAID 소프트웨어 스택을
저비용의 I/O 프로세서 기반 하드웨어와 독창적으로 조합하여 제공합니다. 권장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RAID 컨트롤러 RS3WC080 : 8개의 12Gb/s SAS 포트를 I/O 프로세서 및 MegaRAID 기반
펌웨어와 함께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RAID 0, 1, 10 및 하이브리드 RAID 5/50. 하이브리드는 폄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RAID처럼 OS 드라이버 기반은 아님)이지만 패리티 계산을 위해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RAID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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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스트림 : RAID-On-Chip 인텔리전트 하드웨어 RAID
메인스트림 RAID는 고급 펌웨어, 드라이버, 유틸리티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갖춘 애드인카드 및 모듈을 통해
제공되는 고급 애플리케이션 가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메인스트림 RAID 카드에는 패리티 생성(RAID
수준 5/6/50/60) 및 RAID 복구 작업 외에 데이터, 메모리 및 버스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강력한
온보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솔루션을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다음 솔루션이 권장됩니다.
•인텔® 통합형 RAID 모듈 RMS25CB080 : 8개의 6Gb/s SAS 포트를 고성능 RAIDOn-Chip 프로세서,

1GB DDR3 메모리 및 LSI MegaRAID 기술과 함께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I/O 모듈 커넥터가 있는 인텔® 서버
보드에 적합합니다.
•인텔® 통합형 RAID 모듈 RMS25PB080 : 위의 모듈에 표준 PCIe 슬롯 커넥터를 추가합니다.
•인텔® RAID 컨트롤러 RS3DC080 : 8개의 12Gb/s SAS 포트를 고성능 SAS 3.0 지원 프로세서,

1GB DDR3 메모리 및 LSI MegaRAID 기술과 함께 제공합니다. 인텔 및 적격한 타사 서버 보드에 적합합니다.
표준 PCIe 슬롯을 사용합니다.

SAS Expander로 확장 가능한 성능
확장 가능한 성능은 8개 이상의 SAS/SATA 포트를 제공하며, 많은 드라이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처리량 및 IOP와
결합된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확장 가능한 성능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SAS Expander 중 하나와
조합된 메인스트림 RAID 제품이 권장됩니다.
•인텔® RAID Expander RES2CV360/240 : 4개 또는 8개 포트가 각각 32개 또는 24개 포트로 확장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보드. 360 모델은 동적으로 구성되는 36개의 “인” 또는 “아웃” 포트를 제공하고,

240 모델은 총 24개 포트를 제공합니다.
•인텔® RAID Expander RES2SV240 : 4개 또는 8개 포트가 각각 20개 포트 또는 16개 포트로 확장될 수
있게 하는 PCIe x1 카드(전원용).

SSD Cache를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 기반 RAID에서 SSD와 동급의 성능 구현
Solid State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회전식 드라이브보다 처리량 및 IOP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Solid
State 드라이브의 전체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성능과 가격을 둘 다 충족하는
아래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인텔® RAID SSD Cache 컨트롤러 RCS25ZB040 : SSD 어레이와 같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쓰기를 가속화하고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 또는 “핫 스팟”을 호스팅하는 데 활용하는 최대 1TB의
온보드 플래시 기반 캐시를 포함합니다.
•FastPath* I/O 키가 포함된 SSD Cache 2.0 : 1개 이상의 SSD가 RAID 모듈을 위한 초대형 캐시로
사용되도록 하거나, SSD에 최적화된 코드 베이스(주문 코드: AXXRPFKSSD2)를 SSD RAID 어레이에
대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반 액세서리 : 캐시 백업, 프리미엄 기능 업그레이드 및 케이블
인텔은 데이터 보호 및 스토리지 가용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액세서리가 제공됩니다.
•Maintenance Free Backup 유닛 : 동적 캐시를 보호합니다.
•프리미엄 기능 키 : SED 드라이브의 디스크 암호화 관리 및 고가용성 장애극복 이중화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케이블 키트 : 큰 굽힘 반경, 높은 신호 무결성을 제공하고 완벽히 맞춰집니다.

인텔® 통합형 RAID 모듈 RMS3CC080. 8개의 12Gb/s SAS 3.0 포트를 고성능 RAID-On-Chip 프로세서,
1GB DDR3 메모리 및 LSI MegaRAID 기술과 함께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I/O 모듈 커넥터가 있는 인텔® 서버
보드에 적합합니다.

인텔® 통합형 RAID 모듈 RMS3HC080. 8개의 12Gb/s SAS 3.0 포트를 저비용 I/O 컨트롤러 및 고급 관리와
하이브리드 RAID 5/50(JBOD 및 HW RAID 0, 1, 10 모드도 포함)을 위한 LSI MegaRAID 기술과 함께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I/O 모듈 커넥터가 있는 인텔 서버 보드에 적합합니다.

인텔® RAID Expander RES3FV288: RAID 이니시에이터의 4개 또는 8개 포트가 최대 24개의 내부 포트 및

8개의 외부 포트로 확장될 수 있게 하는 PCIe x1 카드(전원용). 또한 이 Expander는 SAS 3.0 프로토콜을 따르기
때문에 6G 타겟 장치(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에서 12Gb/s 신호로 대역폭을 통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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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RAID RS3 시리즈
엔트리급 인텔® RAID RS3 컨트롤러

연결 및 기본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12Gb/s SAS-3 기술
빅 데이터가 계속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성,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자리잡음에 따라 더 높은 성능의 스토리지
솔루션이 조직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LSI® 기술 기반의 인텔® RAID RS3 컨트롤러를 통해 I/O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가상화된 서버 환경에 맞게 설계된 더 높은 수준의 스토리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텔® RAID RS3 컨트롤러를 스토리지 인프라의 기초로 활용하여 JBOD 모드에서 1백만 IOPs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웹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12Gb/s SAS-3 기술은 현재 6Gb/s SAS 솔루션의 가용 대역폭을 두 배로 늘려 PCI Express® 3.0 기반 시스템 및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 솔루션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폭 향상된 처리량 및 I/O 처리 능력은 링크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최고 성능의 SSD를 지원하고 기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증가된 규모를 뒷받침합니다.
엔트리급 인텔® RAID RS3 컨트롤러는 RAID 0, 1, 1E용 시스템 리소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다른 다수의 SAS 컨트롤러는 호스트 CPU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대규모 RAID 소프트웨어 스택을 활용하지만, 인텔® RAID RS3
제품군은 LSI® 3008 ASIC의 임베디드 CPU를 사용하여 RAID 0, 1 및 1E/10 작동을 수행합니다. 울트라 씬 드라이버는 탁월한
읽기/쓰기 성능으로 RAID 오버헤드를 낮춰 호스트 CPU 오프로드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인텔® RAID RS3 컨트롤러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제공하여 3Gb/s 및 6Gb/s 인프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 RAID RS3 컨트롤러의
확장성 덕분에 최대 244개의 물리적 장치가 지원되고, 여러 개의 RAID 어레이 및 업계 최고의 상호 운용성도 지원됩니다.

인텔® RAID RS3 컨트롤러
제품군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호환되는 서버 보드,
시스템 JBOD
주요데이터
보호기능
인텔® RAID소프트웨어

장치/드리이브
최대 개수

커넥터

PCI 인터페이스
폼팩터

•1백만 이상의 IOPs 솔루션 지원
•낮은 오버헤드로 여러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최적화된 드라이버
•심적 평안을 제공하고 TCO 절감을 지원하는 인텔® 문서 및 지원

인텔® 제온® E5 및 E3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인텔®서버 보드와 시스템,
인텔® 스토리지 시스템(JBOD)외에 다양한 타사 기반 서버 및 JBOD와 호환됩니다.
분산 스페어링
핫 스페어 지원

Expander 지원

백그라운드 일관성 검사

인클로저 관리 / S.M.A.R.T 지원
운영 체제 로드 이전에 RAID 지원

인텔® RAID 웹콘솔 2, Intel® RAID Command Line 도구, 인텔® RAID 플래시유틸리티
모델 : RS3UC080, RS3FC044, RS3GC008
비 RAID : 256
통합형 RAID(IR) : 2볼륨에 걸쳐 14개
RAID 0, 1E, 10 : 볼륨당 10개
RAID 1 : 볼륨당 2개 및 핫스페어

모델 : RS3WC080
비 RAID : 64
RAID 0 : 볼륨당 16개
RAID 1 : 볼륨당 2개 및 핫스페어
RAID 10 : 볼륨당 116개
RAID 5/50 : 볼륨당 16개

내장형 커넥터는 mini-SAS HD SFF8643이고 외장형 커넥터는 mini-SAS HD SFF8644입니다.
080 모델은 8개의 내부 포트를 제공하고, 080 모델은 8개의 외부 포트를 제공하고,
044 모델은 4개의 내부 포트 및 4개의 외부 포트를 제공합니다.

x8 PCI Express* 3.0
LP 슬롯, MD2 호환

데이터 전송속도

포트당 최대 12Gb/s 및 최대 8000MB/s의 누적 대역폭

드라이브유형

SAS 12 Gb, SAS와 SATA 6Gb, SAS와 SATA 3Gb

작동 온도

최대 주위 온도 : 200 LFM공기 유량에서 55°C

작동 전압

+12V ± 10%

표준 보증

3년, 연장 보증 이용 가능

운영 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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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b/s SAS 데이터 전송속도를 통한 높은 처리량

Microsoft Windows*, Linux(SuSE, Red Hat), Solaris*, VMware*, FreeBSD
버전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ntel.com을 참조하십시오.

인텔® RAID RS3 시리즈
메인스트림 12Gb/s SAS-3 인텔리전트 RAID 어댑터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차세대 SAS 3.0 12Gb/s
데이터가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메일 서버 및 웹 서버를 포함하는 메인스트림 서버 환경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확장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사는 LSI® MegaRAID® 기술 기반의 인텔® RAID 컨트롤러
RS3DC080 및 RS3DC040을 사용하여 메인스트림 서버 환경에 맞춰 설계된 차세대 SAS 3.0 12Gb/s 성능,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및 확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RAID 어댑터는 이전 세대보다 60퍼센트 넘게 증가한 RAID 5에서 75만 이상의
IOPS를 제공하고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6,000MB/s의 처리량 성능을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급 PCIe 3.0 시스템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인텔® RAID 컨트롤러 RS3DC080 및 RS3DC040은 현재 6Gb/s SAS 솔루션의 가용 대역폭을 두 배로 늘리고, 엔트리급
제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RAID 성능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두 제품은 각각 8개와 4개의 내부 포트를 갖고 있으며, 1GB
캐시메모리를 1866MHz로 작동시키는 72비트 DDR-III 인터페이스 및 2개의 1.2GHz 프로세서 코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레인당 8GT/s(gigatransfers per second)로 최신 PCI Express 3.0 사양을 준수하는 8개의 PCI Express® 레인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어댑터는 12Gb/s로 작동하는 8개의 개별 SAS 포트도 지원합니다. 두 어댑터는 자동 협상을 통해
이전의 PCIe 및 SAS 세대와 호환되고, 레인당 12, 6 및 3Gb/s의 SA 데이터 전송속도와 레인당 6 및 3Gb/s의 SATA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어댑터에 포함된 인텔® RAID 웹콘솔 2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스토리지를 더욱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관리자에게 부여하여 RAID 볼륨 생성을 향상시킵니다.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인텔® RAID 웹콘솔 2는 모든
중요한 시스템 스토리지 기능을 배포할 뿐 아니라, 복잡성을 제거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모든 인텔® RAID
솔루션은 인텔® 보드, 섀시 및 시스템을 갖춘 여러 플랫폼에서 인증되었기 때문에 솔루션과 서버 제품이 함께 사용될 경우 성능, 기본
제공 기능의 완벽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인텔® RAID 12Gb/s
컨트롤러 RS3
제품군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SAS 3.0 Expander가 설치된 경우 SAS-3 준수에 따라
6Gb/s 드라이브 인프라로 12Gb/s 성능을 얻게 됩니다.
•RAID를 통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6.000Mb/s 이상의
처리량 성능을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750K 이상의 IOPS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운영 체제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드라이브 및 도구
•심적 평안을 제공하고 TCO 절감을 지원하는 인텔® 문서 및 지원

8 포트 RAID 카드 : RS3DC080
4 포트 RAID 카드 : RS3DC040
MFBU(캐시 백업) : AXXRMFBU4

프리미엄 기능 키 : AXXRPFKSSD2, AXXRPFKDE2
케이블 키트 : AXXCBL650HDMS, AXXCBL730HDMS

RAID 수준 및 스팬

RAID 수준 0, 1, 5 및 6

RAID 스팬 10, 50 및 60

주요 데이터 보호기능

온라인 용량 확장
핫 스페어 지원 - 글로벌 및 전용
단일 컨트롤러 멀티 패싱(장애극복)

인클로저 관리
백그라운드 일관성 검사

S.M.A.R.T. 지원

인텔® RAID 소프트웨어

인텔® RAID 웹콘솔 2

인텔® RAID 명령줄 도구

인텔® RAID 플래시 유틸리티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지원

옵션 AXXRFPKDE2(디스크 암호화) 업그레이드 키는 Instant Secure Erase 및 Local Key Management를 포함하는
SafeStore* Encryption Services를 활성화시킵니다.

주문 코드

I/O 프로세서

1.2GHz로 작동하는 LSI® SAS3108 ROC

드라이브 유형

12Gb/s SAS, 6Gb/s SAS, 6Gb/s SATA, 3Gb/s SAS, 3Gb/s SATA

최대 드라이브 수
커넥터
캐시 메모리

최대 128개의 물리적 장치가 지원됨

SFF 8643 SAS/SATA 내부 커넥터
1866MHz롤 작동하는 임베디드 1GB DDR3

PCI 인터페이스

x8PCI Express * 3.0

캐시 백업 지원

옵션 Intel Maintenance Free Backup 유닛 AXXRMFBU4

폼팩터
데이터 전송속도

미디어 기능에 대한 패트롤 읽기

낮은 프로파일, MD2(6.6” X 2.536”)
포트당 최대 12Gb/s

작동 온도

최대 주위 온도 : 65°C(옵션 MFBU 사용 시 55°C)

작동전압

+3.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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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SSD
데이터센터 시리즈

SATA SSD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ATA SSD 시리즈는 읽기와 쓰기 성능이
요구되는 다양한 동작 상황 (부팅,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빅 데이타 분석,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성능을 대폭 가속시킬수 있으며, 데이터 센터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서버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이상적입니다.
DC S3710 시리즈

DC S3610 시리즈

DC S3510 시리즈

전송 속도 (순차 읽기/쓰기)

550/520 MB/s

540/520 MB/s

500/460 MB/s

IOPS (4K 무작위 읽기/쓰기)

85/45K

84/28K

68/20K

데이터 보호기능

end-to-end data protection
power loss protection

보안

AES 256bit encryption

Endurance

10 DWPD*(HET)

3 DWPD(HET)

0.3 DWPD(SET)

*DWPD = 하루에 디스크 전체 용량을 write하는 횟수

PCIe SSD
극대화된 성능, 효율적인 전력 사용량, 운영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PCIe SSD 제품군은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데이터센터 성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원활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DC P3608 시리즈

DC P3700 시리즈

DC P3600 시리즈

DC P3500 시리즈

전송 속도 (순차 읽기/쓰기)

5000/3000 MB/s

2800/2000 MB/s

2600/1700 MB/s

2700/1800 MB/s

IOPS (4K 무작위 읽기/쓰기)

850/150K

460/175K

450/56K

430/28K

end-to-end data protection
power loss protection

데이터 보호기능

AES 256bit encryption

보안

Endurance

3 DWPD*

17 DWPD

3 DWPD

*DWPD = 하루에 디스크 전체 용량을 write하는 횟수

PCIe SSD NVMe의 장점
DC S3700 시리즈

대역폭 향상
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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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P3700 시리즈

데이터지연율 향상
~1.5배

데이터 처리속도 향상
5배

0.3 DWPD

인텔® SSD
데이터센터 시리즈

왜 인텔® SSD를 사용해야 하는가?
최고 품질의 NAND를 사용하여 뛰어난 내구성과 수명을 자랑합니다.
5%

0.6%

4%
0.4%

3%
2%

0.2%

1%
0.0%

0%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인텔® SSD 평균 불량률

Intel® SSD

Vendor
A

Vendor
B

Vendor
C

각사의 SSD 평균 불량률

고성능으로 항상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4K random write test 결과

IOPS - Higher is Better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능

Time In Seconds
Vendor A

Vendor B

Vendor C

Intel® SSD

데이터센터의 최대 효율을 위한 소유비용(TCO)계산 도구와 명령어 기반의 전용 관리도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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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옴니패스
차세대 HPC용 네트워크

현재 HPC 환경에 사용되는 인피니밴드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들은 순수하게 HPC를 위해 디자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과 관리 면에서 여러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 옴니패스 아키텍쳐는 HPC 클러스터 환경만을 위해 디자인되어 낮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성능, 고효율의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피니밴드 EDR vs 인텔® OPA 비교
항목

인피니밴드 EDR

인텔® OPA

설명

링크 속도

100Gb/s

100Gb/s

동일한 링크 속도

포트수

36 Ports only

24&48 Ports

다양한 제품, 보다 많은 포트

지연율

90ns ~ 500ns

100-110ns
300-330ns

항상 동작하고 있는
인텔® OPA의 Load-Free Error Detection 기능

에러 검출 & 정정

FEC 또는
Link Level Retry

Packet Integrity
Protection

패킷 에러를 하드웨어적으로 검출 & 정정하여
지연율과 대역폭의 손실이 없음

패킷 선처리 기능

없음

Traffic Flow
Optimization

우선 처리해야 할 패킷을 지정 가능

회선단절에 따른
대역폭 조절기능

없음

Dynamic
Lane Scaling

인피니밴드는 회선 단절시 전체 링크를 초기화 하기까지
x1의 대역폭만 사용가능하지만, 인텔® OPA는
회선 단절 상황에도 동작중인 링크에 맞춰 대역폭 조절 가능

인텔® 옴니패스 아키텍쳐는 PCIe 어댑터(HFI), edge 스위치, director 스위치, 케이블, 관리 소프트웨어의 제품 라인을 갖추고있어,
모든 규모의 HPC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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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VCA
Visual Compute Accelerator – Valley Vista

인텔® VCA는 인텔 아이리스 프로 그래픽과 인텔 미디어 서버 스튜디오,
제온 E3-1200 v4 프로세서가 통합된 제품으로 제온 E5-2600 v3, v4기반 서버에

PCIe 형식으로 장착되어 최대 4K UHD 미디어의 비디오 연산 성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가속하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비디오(HEVC, AVC)를 보다 빠르게 & 실시간으로 트랜스코딩할 수 있으며,
고효율의 영상 압축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스토리지 용량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Intel® Visual Compute Accelerator
Form Factor
CPU
Graphics
PCH
Memory
PCI Express* Configuration
BIOS
Operating System Support

Details
Full-length, full-height, double PCle* card
Intel® Xeon® processor E3-LV4, 47W TDP, 2.9GHz, 4cores
Intel® Iris™ Pro graphics P6300(GT3e), 128MB eDRAM
Lynxpoint-H* PCH per CPU
DDR3L(1.35V), ECC SODIMMs, 2 channels per CPU, up to 32GB per CPU
Gen3, X16, 4 lanes per CPU
16MB SPI Flash
CentOS*7.1, Xen* or KVM support, if using hypervisor

인텔® VCA는 P6300 아이리스 프로 그래픽이 장착된 3개의 E3 v4 프로세서가 하나의 PCIe카드 형식으로 제공되어
클라우드, 통신, 방송 서비스에 적합한 미디어 트랜스코딩 가속능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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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소프트웨어
인텔® 패러럴 스튜디오 XE 2016
최적화된 코드를 보다 빠르게 만들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미지 분석, 늘 시간에 쫓기는 재경분석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다 빠르게 동작하도록 하여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인텔® 패러럴 스튜디오 XE 2016은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툴로 인텔® 제온 프로세서와
제온 파이 코프로세서, 호환 프로세서 환경에서 고성능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각종 분석 툴을 통해
작성된 코드의 병목을 해소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C++ Application Performance Boost
on Windows & Linux Using Intel C++ Compiler

Fortran Application Performance Boost
on Windows & Linux Using Intel Fortran Compiler

(Higher is Better)

Floating Point
1.51
1.30

(Higher is Better)

Integer

1.88

1.51

1.64

1.24

1.09

Windows

Estimated SPECint® _rate_base2006

Relative geomean performance, SPEC* rate benchmark

Intel Fortran
16.0

1.07

1.32

Absoft*
15.0.1

1.00

Open64*
4.5.2

Intel Fortran
16.0

Linux

Absoft*
15.0.1

PGI Fortran
15.3

Windows

Estimated SPECfp® _rate_base2006

Intel C++
16.0

GCC
5.2.0

Linux

1.00
Intel C++
16.0

Visual C++
2015

Intel 16.0

GCC
5.2.0

Intel 16.0

Visual C++
2015

Windows

1

1

gFortran*
5.1.0

1

PGI Fortran
15.3

1

1.33

Linux

Relative geomean performance, Polyhedron* rate benchmark

인텔® 미디어 서버 스튜디오 2016
최고의 영상을 간단히 제작할수 있습니다.
미디어 솔루션의 개발환경과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여 영상 제작 비용과 소요 시간을 줄이면서
4K와 HEVC등의 고화질 영상을 빠르게 제작할수 있습니다.
인텔 미디어 서버 스튜디오는 미디어 스트리밍, 영상의 질과 성능향상,
개발 환경의 비용 절감, 미디어 포맷과 배포 환경을 개선하여 영상 개발과 제작의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1080p Encode Quality vs. Performance
Intel® Core™ - i7 Processor 4770k

AVC concurrent transcodes*
Media Server Studi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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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데이터 센터 매니저(DCM)
최적의 데이터센터 관리 솔루션

서버의 소비전력과 온도 관리는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큰 골치거리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44%는 전력문제를 매주 겪고있습니다.

37%는 온도문제를 매주 겪고있습니다.

8%

7%

21%
1주일에 여러번

21%
1주일에 여러번

14%

9%

매일

매일

매주

매주

오늘날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여 IT관리자들의 큰 걱정거리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은 이미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비전력과 온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려 노력해왔지만 실제 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골치아프고 복잡한 과정을 인텔 데이터센터 매니저를 통해 효율적이고 손쉽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서버의 소비전력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또는 집계된 데이터의 형태로 관리할수 있습니다.

관리 정책

지능적인 엔진으로 서버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소비전력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확장성과 유연성

직관적인 분석, 관리 툴

서버에 국한되지 않고 PDU, UPS,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수많은 IT장비를 통합 관리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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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서버 시스템은 프로세서, 칩셋, 디자인 및 생산까지 인텔에서 모두 제공합니다.
인텔은 귀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하여 최고 파트너들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intelservere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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