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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컴퓨팅 및 빅 데이터를 위한 밀도 최적화 솔루션

HPE Apollo 시스템 제품군은 빅 데이터, 분석, 개체 스토리지 및 고성능 컴퓨팅(HPC) 워크로드에 

랙 스케일의 효율적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전력 및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랙 스케일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탁월한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확장성, 성능 및 효율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수개월이 걸리던 구현 시간을 단 며칠로 단축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가속화

•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 솔루션에 유연한 아키텍처를 제공

• 자본 지출(CAPEX) 및 운영 비용(OPEX)을 대폭 절감

• 파트너, 통합업체 및 ISV(독립 서비스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확장된 에코시스템을 활용

• 모든 것을 갖춘 서비스 및 지원 기능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

HPE Apollo 시스템 포트폴리오에서 스케일아웃 컴퓨팅을 담당하는 솔루션으로는 하이퍼스케일과 범용

스케일아웃 컴퓨팅용 Apollo 2000 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 및 개체 스토리지용 Apollo 4000 시스템 

제품군, HPC 및 슈퍼컴퓨터용 Apollo 6000 및 8000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제품군 덕분에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들이 고밀도 서버 스토리지, 관리 및  

랙 스케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기업을 

위한 빅 데이터, 개체 스토리지 및 HPC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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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산마다 고유의 가치를 보유

•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는 장기 저장

해야 함 (예: 고객 데이터)

•  일부 데이터는 규정 준수를 위해 저장

해야 함 (예: 이메일 아카이브)

•  일부 데이터는 시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가치가 소멸되고 나면 삭제

가능 (예: 소셜 미디어 피드)

특별 설계된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기업을 지원

클라우드, 모빌리티, 빅 데이터, 보안 같은 메가 트렌드는 규모 및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전략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이 새로운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열쇠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술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 온디맨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고성능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며, 데이터 자산에 지능적이면서도 세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용량 및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케일아웃 및 스케일업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자산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하에 데이터의 양과 속도, 다양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데이터 유형에 대한 확장성, 성능 및 비용 효율성 요건을 고려해  

투자를 최적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컴퓨팅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의 전환
데이터 기반 기업이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용, 공간의 제약, 컴퓨팅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능 

했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은 데이터의 관리, 처리 및 저장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 유형에 따라 고유의 가치 제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성, 성능 및 비용 효율성 요건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데이터 기반 기업은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컴퓨팅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운영 효율성 향상, 콘텐츠 유료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이터를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 

하는 제품이 바로 HPE Apollo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Apollo 시스템 사용 사례

슈퍼컴퓨팅
슈퍼컴퓨터의 등장으로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당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는 데 반해 슈퍼컴퓨터에 대한 공간 및 

에너지 요건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 속도는 둔화되면서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HPE는 에너지 효율적인 고밀도 슈퍼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냉각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기존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할적 HPC
EDA(엔지니어링 설계 자동화), 금융 리스크 모델링, 생명 과학, 웹 호스팅 및 기타 현대적 워크로드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컴퓨팅 성능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한 성능 향상은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 및 제조 가능성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 센터가 겪고 있는 재정, 전력 및 공간의 제약을 고려해 HPE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서버에만 매달리지 않고 랙 수준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HP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HPC를 

위한 추가적인 컴퓨팅 성능을 배포해야 하지만, 공간 및 리소스의 제약이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HPE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밀도 최적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를 활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HPC 성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빅 데이터
클라우드 및 모바일 기술은 수집 및 사용되는 데이터 양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방대하게 수집된 빅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통찰력을 확보함으로써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타겟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족되지 않은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HPE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Hadoop, 개체 스토리지 같은 빅 데이터 솔루션의 요건에

초점을 맞춰 전혀 새로운 제품 라인인 Apollo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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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시스템 제품군

HPC 및 슈퍼컴퓨터를 위한 솔루션

Apollo 2000 시스템: 기업이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

공간과 리소스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을 배포하여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이점을  

누리고,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며, HPC 성능을 높여 연구 속도를 높이고 새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십시오. Apollo 2000 시스템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이 기존 투자를 활용하면서도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밀도 최적화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Apollo 6000 시스템: 밀도,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 비용을 줄인 랙 스케일 솔루션

HPC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HPE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버에만 매달리지 않고 랙 수준의 솔루션을 설계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컴퓨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인프라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HPE Apollo 6000 시스템은 워크로드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맞춤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공간은 줄이고 성능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Apollo 8000 시스템: 슈퍼컴퓨팅 기술의 발전

HPE Apollo 8000 시스템은 과학 기술 혁신의 동력이 되어줄 온수를 이용한 수냉식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업계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HPC 솔루션입니다. HPE Apollo

8000 시스템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블레이드를 통해 서비스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고밀도를 실현했습니다.

빅 데이터를 분석 및 저장하기 위한 솔루션

Apollo 4000 시스템 포트폴리오: 빅 데이터를 위해 특별 설계된 서버 솔루션

이 새로운 제품군은 Hadoop과 기타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개체 스토리지 시스템 등 빅 데이터 

IT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되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공간, 에너지 및 시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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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시스템 제품군

기업이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

클라우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HPC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을 배포해야

하지만, 공간 및 리소스의 제약이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Apollo 2000 시스템은 기존의 랙 

서버 데이터 센터가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투자를 활용하면서도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밀도 최적화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

HPE Apollo 2000 시스템은 작은 데이터 센터에서 높은 성능과 워크로드 용량을 지원하는 고밀도

솔루션으로서, 공간의 제약이 있는 데이터 센터나 원격 사이트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단일 2U 섀시에

4개의 독립적인 핫 플러그 방식의 Apollo 2000 서버가 탑재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표준 1U 

서버의 2배에 달하는 밀도를 제공합니다(4U가 아닌 2U의 랙 공간에 4개의 서버 탑재). 

유연한 구성 옵션을 갖춘 Apollo 2000 시스템은 HPC 클러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합

합니다. 동일한 섀시에 여러 서버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과 고유의 드라이브 매핑 유연성 덕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구성이 가능합니다. 섀시 또는 섀시 그룹은 규모에 맞는 구현과 향후 확장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모듈형의 2U 빌딩 블록 역할을 하도록 맞춤 구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원활하고 손쉽게 통합

Apollo 2000 시스템은 서비스 중단이나 환경 변경 없이도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 

원활하게 배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랙 서버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고 동일한 서비스 절차 및 관행에 따라 개별 서버 차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HPE Apollo 2000 시스템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적합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기존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밀도 최적화

• 2U 섀시에 최대 4개의 서버 탑재(1U 서버보다 2배 높은 밀도)

• 기존 데이터 센터를 위한 기존 랙 및 케이블링 지원

• 비용 효율적 구성 제공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한 유연한 구성 옵션

•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한 서버 조합

• 가속기, top bin CPU 및 고속 HPC 클러스터링을 통한 HPC 성능 지원

•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해 스토리지 유연성과 다양한 I/O 옵션 제공

HPE ProLiant Gen9을 통해 손쉽게 확장

• HPE ProLiant Gen9과 동일한 엔터프라이즈급 관리 및 운영 도구 지원

• HPE iLO 관리를 통해 관리 시간과 비용 절약

• HPE Advanced Power Manager를 통해 랙당 용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를 통해 모든 규모의 컴퓨팅 클러스터를 모니터링, 관리 및

최적화

모든 HPC 옵션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Apollo 2000 시스템

제품 설계, 테스트 시뮬레이션,  

금융 리스크 모델링,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과학 연구 모델링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HPC 
클러스터를 최적화합니다.  

HPC 옵션에는 top bin CPU, 고속 

메모리, 통합 가속기 (GPU 또는 보조 

프로세서), 고속 클러스터 패브릭 및 
I/O 상호 연결 등 HPC 워크로드에서 

최적의 성능 및 최고의 가성비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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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HPE Apollo 2000 시스템

HPE ProLiant Gen9 서버 및 옵션

HPE ProLiant Apollo XL170r: Gen9 1U 노드 HPE ProLiant Apollo XL190r: Gen9 2U 노드

최대 개수 1U 절반 폭 – 섀시당 최대 4개 2U 절반 폭 – 섀시당 최대 2개

프로세서 Dual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프로세서

(4~18개 코어, 1.6GHz~3.5GHz CPU 속도, 85~145W 옵션 제공)
Dual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프로세서

(4~18개 코어, 1.6GHz~3.5GHz CPU 속도, 85~145W 옵션 제공)

메모리 16 x DDR4 최대 2,133MHz
최대 512GB

16 x DDR4 최대 2,133MHz
최대 512GB

네트워크 모듈 2 x 1Gb 이더넷, 직렬 RJ45 커넥터, SUV 커넥터

(직렬 1개/USB 2개/비디오 1개), FlexibleLOM 옵션

2 x 1Gb 이더넷, 직렬 RJ45 커넥터, SUV 커넥터

(직렬 1개/USB 2개/비디오 1개), FlexibleLOM 옵션

PCIe 3.0 슬롯 외부 액세스형 I/O 옵션 2개
(균형 잡힌 워크로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PCIe 레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 가능)

외부 액세스형 및 1개의 내부 액세스형 I/O 옵션 3개
(균형 잡힌 워크로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PCIe 레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 가능)

스토리지 노드당 최대 24개 드라이브

듀얼 SATA 호스트 기반 M.2 2242 NGFF SSDs - 내장형

핫 플러그 HDD 지원

내장형 USB 포트

r2800 섀시 기반의 하드 드라이브 매핑 기능

노드당 최대 24개 드라이브

듀얼 SATA 호스트 기반 M.2 2242 NGFF SSDs - 내장형

핫 플러그 HDD 지원

내장형 USB 포트

r2800 섀시 기반의 하드 드라이브 매핑 기능

스토리지 컨트롤러 통합 Smart Array B140i 스토리지 컨트롤러

PCIe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및 Smart Array 컨트롤러 옵션

(HPE SmartCache 및 RAID 10 고급 데이터 미러링 등 첨단 어레이 

기능 제공)

통합 Smart Array B140i 스토리지 컨트롤러

PCIe 호스트 버스 어댑터 및 Smart Array 컨트롤러 옵션

(HPE SmartCache 및 RAID 10 고급 데이터 미러링 등 첨단 어레이 

기능 제공)

지원되는 가속기 N/A 서버당 최대 2개 지원: NVIDIA Tesla K40 GPU 또는

Intel® Xeon® Phi 5110P 보조 프로세서

관리 HPE iLO 관리(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랙 수준의 관리 옵션)

HPE iLO 관리(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랙 수준의 관리 옵션)

공통 워크로드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버

밀도 최적화 범용 서버

SMB, FSI 및 EDA용 컴퓨팅/스토리지 올인원 서버

고성능 컴퓨팅(GPU 또는 보조 프로세서 기반)
밀도 최적화 범용 서버

SMB, FSI 및 EDA용 컴퓨팅/스토리지 올인원 서버

SAN, EDA 및 HPC용 서버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온라인 게임용 클라우드 서버

Apollo 2000 시스템 섀시 옵션

HPE Apollo r2200 섀시 HPE Apollo r2600 섀시 HPE Apollo r2800 섀시

HPE Apollo r2800 섀시 Gen9 12 LFF 디스크 또는 SSD 섀시 Gen9 24 SFF 디스크 또는 SSD 섀시 Gen9 24 SFF 디스크 또는 SSD 섀시

(드라이브 매핑 기능 제공)

스토리지 구성

HDD
12 LFF 핫 플러그 SAS 또는 SATA 또는

SSD(서버 노드에 동등하게 할당)
24 SFF 핫 플러그 SAS 또는 SATA HDD 또는

SSD(서버 노드에 동등하게 할당)
24 SFF 핫 플러그 SAS 또는 SATA HDD 
또는 SSD(유연한 드라이브 매핑을 통해 

워크로드에 따른 맞춤형 드라이브 할당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유연한 스토리지 밀도를 제공)

크기 2U: 가로 17.64” x 세로 31.21” 2U: 가로 17.64” x 세로 29.61” 2U: 가로 17.64” x 세로 29.61”

전원 공급 장치
800W 또는 1,400W 플래티넘 공급 장치,

N+1 이중화 옵션

800W 또는 1,400W 플래티넘 전원 공급 장치, 

N+1 이중화 옵션

800W 또는 1,400W 플래티넘 전원 공급 장치, 

N+1 이중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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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용 설계: HPE Apollo 4000 시스템

빅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Hadoop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개체 

스토리지 솔루션 시스템과 같이 오늘날 빅 데이터의 양과 속도, 다양성을 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효과적이지만, 이에 따른 워크로드가  

페타바이트(PB) 규모로 커지면 기존의 범용 인프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에 용량의 

제한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 인프라 복잡성 심화, 비효율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빅 데이터 워크로드용으로 특별 설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HPE Apollo 4000 시스템은 Hadoop과 기타 빅 데이터 분석 및 개체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해 특별 

설계된 새로운 시스템 제품군입니다.

Apollo 4000 시스템을 사용하면 페타바이트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이 정보를 통해 통찰력을 얻어 전략적인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는 공간, 에너지 및 시간의 제약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HPE Apollo 4200 Gen9 서버 – 
기업이 빅 데이터 솔루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

HPE Apollo 4200 Gen9 서버는 대기업 및 SME(중소기업)의 기존 랙 서버 데이터 센터를 위해 설계된 

전혀 새로운 방식의 밀도 최적화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2U 크기의 이 다목적 빅 데이터 서버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원활하게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랙 치수, 케이블링, 서비스 기능, 관리  

절차 및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제품은 기업 성장에 따라 적절한  

가격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빅 데이터를 위해 특별 설계된 서버 인프라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업계 최고의 스토리지 용량

•  LFF 서버는 서버당 최대 224TB의 직접 연결 스토리지와 랙당 4.48PB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고1 

최대 28개의 핫스왑 LFF SAS 또는 SATA HDD/SSD를 지원

•  SFF 서버는 서버당 최대 90TB의 직접 연결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최대 50개의 핫스왑 SFF SAS 또는

SATA HDD/SSD 지원

기존의 랙 서버 데이터 센터에 맞게 설계

•  표준 크기의 랙, 전면/후면에서 핫 플러그 방식으로 디스크 교체, 뒷면 케이블링, 표준 랙 서버 시스템

관리

•  동일한 랙, 케이블링 및 서비스 기능을 바탕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나 재교육 없이도 손쉽게 구현 및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한

시스템 관리 기능을 이용 가능

성능과 비용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 고려

•  비용 효율적으로 2U에 대기업 및 SME 개체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확장

•  2 - 프로세서 서버 구성 옵션 제공:

-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프로세서(4~18개 코어, 1.6GHz~3.5GHz CPU 속도, 55~145W의 

정격 전력 선택 가능)

-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 메모리가 장착되는 16개의 메모리 DIMM 슬롯 (소형 

개체에서 빠른 성능이 필요하거나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개체 스토리지에 적합)

-   스토리지 성능 옵션(SFF HDD 모델은 분석 워크로드를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12G 출력 및 15k RPM의 SAS 및 SSD 드라이브를 지원)

-   최대 5개의 PCIe Gen3 슬롯을 통해 초고속 I/O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 

성능 요건 충족

HPE Apollo 4200 시스템은

기존의 랙 서버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객들이 밀도 최적화된 빅 

데이터 솔루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개체 스토리지용

HPE Apollo 4200 LFF 시스템은 

소규모의 개체 스토리지를 구현하거나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랙 서버 데이터  

센터에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통합하는 데 적합합니다.

Hadoop 및 빅 데이터 분석용

HPE Apollo 4200 SFF 시스템은 

Hadoop 기반의 병렬식 데이터 

마이닝을 토대로 하는 분석 솔루션을  

비롯해 NoSQL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적합합니다.

1 8TB LFF 드라이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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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HPE Apollo 4200 Gen9 서버

Moonshot 서버 카트리지

HPE Apollo 4200 Gen9 LFF 서버 HPE Apollo 4200 Gen9 SFF 서버

폼 팩터 2U 랙 서버 2U 랙 서버

스토리지 유형 최대 24 LFF 핫 플러그 SAS/SATA/SSD +

4 LFF 또는 2 SFF 옵션(후면의 드라이브 케이지)

최대 48 SFF 핫 플러그 SAS/SATA/SSD +

2 SFF 옵션(후면의 드라이브 케이지)

스토리지 용량 최대 224TB(24 + 4 LFF 8TB HDD)

42U 랙당 최대 4.48PB(20개 서버 8TB HDD)

최대 100TB(48 + 2 SFF 2TB HDD)

42U 랙당 최대 2.0PB(20개 서버 2TB HDD)

스토리지 컨트롤러 Flexible Smart Array P840ar 및 Dynamic Smart Array B140i

HPE Flexible Smart Array 또는 Smart HBA 컨트롤러 옵션

Flexible Smart Array P840ar 및 Dynamic Smart Array B140i

HPE Flexible Smart Array 또는 Smart HBA 컨트롤러 옵션

프로세서 제품군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프로세서 수 서버당 1~2개 서버당 1~2개

가용 프로세서 코어 4/6/8/10/12/14/16/18 4/6/8/10/12/14/16/18

프로세서 주파수 1.6GHz~3.5GHz 1.6GHz~3.5GHz

메모리 HPE SmartMemory

DIMM 슬롯 16개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 메모리

HPE SmartMemory

DIMM 슬롯 16개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 메모리

네트워킹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확장 슬롯 최대 5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최대 5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규모에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권장되는 관리 도구
HPE 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

HPE 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

시스템 팬 기능 최대 10개 팬(이중화용) 최대 10개 팬(이중화용)

전원 공급 장치 유형 최대 2개의 전원 공급 장치, 800W 및 1,400W Flex 슬롯,

핫 플러그 방식의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최대 2개의 전원 공급 장치, 800W 및 1,400W Flex 슬롯,

핫 플러그 방식의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QuickSpecs URL www8.hp.com/h20195/v2/GetHtml.aspx?docname=c0461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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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4500 시스템 – Hadoop 분석 및 개체 스토리지에 적합한 크기

Hadoop 및 빅 데이터 분석: HPE Apollo 4530 시스템

HPE Apollo 4530 시스템은 Hadoop 기반의 병렬식 데이터 마이닝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분석 솔루션을

비롯해 HPE 및 HPE Hyperscale Data Ecosystem 파트너(Hortonworks, Cloudera, HPE Autonomy, 

HPE Vertica 등)가 제공하는 솔루션, 그리고 NoSQL 데이터베이스 배포를 사용하는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해서 마케팅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며 고객 보유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뛰어난 성능과 스토리지 밀도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3개의 2 - 프로세서 HPE ProLiant Gen9 서버가 장착된 4U의 3 - 서버 시스템으로, 각 서버는 15개의 

핫 플러그 SAS 또는 SATA HDD/SSD를 갖추고 있으며 Hadoop 및 빅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분석 규모 조정:

•  각 서버는 최대 120TB의 용량을 갖추고 있어서 42U 랙에 최대 30개의 서버와 3.6PB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빌딩 블록을 제공합니다.2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유연한 성능:

성능과 비용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 고려:

•  2 - 프로세서 서버 구성 옵션 제공:

-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프로세서(4~16개 코어, 1.6GHz~3.5GHz CPU 속도, 55~135W의 

정격 전력 선택 가능)

-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 메모리가 장착되는 16개의 메모리 DIMM 슬롯(빠른 성능이 

필요한 복잡한 분석이나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분석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SSD 및 고성능 스토리지 컨트롤러

-   최대 4개의 PCIe 슬롯(다양한 분석 워크로드 성능 및 처리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성능 

및 I/O 옵션 제공)

개체 스토리지: HPE Apollo 4510 시스템

HPE Apollo 4510 시스템은 협업 및 콘텐츠 배포, 콘텐츠 저장소, 액티브 아카이브, 백업 저장소, 저전력

스토리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체 스토리지에 적합합니다. Cleversafe, Scality, Ceph, OpenStack®/

Swift 같은 HPE Hyperscale Data Ecosystem 파트너를 비롯해 HPE의 Helion Content Depot이 지원

하는 개체 스토리지 솔루션의 이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개체 스토리지 솔루션을 위해 특별 설계된 4U의 단일 서버 시스템으로, 최대 68개의 핫 플러그 SAS 

또는 SATA HDD/SSD를 장착하여 서버당 최대 544TB의 스토리지 용량과 42U 랙당 최대 5.44PB의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규모에 따른 공간 및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는 밀도 최적화 솔루션:

•  대규모 개체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높은 랙당 직접 연결 스토리지 용량

-    4U 섀시당 최대 544TB(8TB의 SAS HDD)

-    42U 랙당 최대 5.44PB(10개의 HPE Apollo 4510 시스템 및 680개의 LFF HDD)

용량, 처리량 및 응답 속도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구성:

•  다양한 개체 스토리지 응답 속도 및 처리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성능 및 I/O 옵션

-    2 -  프로세서 서버 구성 옵션(4~16개 코어, 1.6GHz~3.5GHz CPU 속도, 55~135W의 정격 전력 선택

가능)

-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16개의 메모리 DIMM 슬롯

-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SSD 및 고성능 스토리지 컨트롤러

-    최대 4개의 PCIe 슬롯(다양한 분석 워크로드 성능 및 처리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성능 및 I/O 옵션 제공)

Hadoop 및 빅 데이터 분석용

HPE Apollo 4530 시스템은 Hadoop 
기반의 병렬식 데이터 마이닝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비롯해 NoSQL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적합합니다.

개체 스토리지용

HPE Apollo 4510 시스템은 협업 및 

콘텐츠 배포, 콘텐츠 저장소, 액티브  

아카이브, 백업 저장소, 저전력  

스토리지 등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개체 스토리지 솔루션에 적합합니다.

2  8TB HDD를 장착한 10개의 Apollo 4530 
시스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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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HPE Apollo 4500 서버

HPE Apollo 4530 시스템 HPE Apollo 4510 시스템

폼 팩터 4U 공유 인프라 섀시 4U 공유 인프라 섀시

서버 섀시당 최대 3개 서버 섀시당 1개 서버

스토리지 유형 서버당 최대 15 LFF 핫 플러그 SAS/SATA/SSD

섀시당 최대 45개 드라이브

최대 60 LFF 핫 플러그 SAS/SATA/SSD +

8개의 핫 플러그 LFF 옵션(후면의 드라이브 케이지)

스토리지 용량 서버당 최대 120TB(15 LFF 8TB HDD)

42U 랙당 최대 3.6PB(30개 서버 8TB HDD)

서버당 최대 544TB(60 + 8 LFF 8TB HDD) 42U 랙당

최대 5.4PB(10개 서버 8TB HDD)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Dynamic Smart Array B140i

통합 HPE Smart Array P244br/HPE H244br 컨트롤러

+ Smart Array 또는 Smart HBA 컨트롤러 옵션

HPE Dynamic Smart Array B140i

통합 HPE Smart Array P244br/HPE H244br 컨트롤러

+ Smart Array 또는 Smart HBA 컨트롤러 옵션

프로세서 제품군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프로세서 수 서버당 1~2개 서버당 1~2개

가용 프로세서 코어 6/8/10/12/14/16 6/8/10/12/14/16

프로세서 주파수 1.6GHz~2.6GHz 1.6GHz~2.6GHz

메모리 HPE SmartMemory

DIMM 슬롯 16개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 메모리

HPE SmartMemory

DIMM 슬롯 16개

최대 2,133MHz에서 최대 512GB DDR4 메모리

네트워킹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확장 슬롯 최대 4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최대 4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규모에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권장되는 관리 도구
HPE 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

HPE 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

시스템 팬 기능 5개의 핫 플러그 팬 모듈(이중화 제공) 5개의 핫 플러그 팬 모듈(이중화 제공)

전원 공급 장치 유형 최대 4개의 전원 공급 장치, 800W 및 1400W Flex 슬롯,

핫 플러그 방식의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최대 4개의 전원 공급 장치, 800W 및 1400W Flex 슬롯,

핫 플러그 방식의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QuickSpecs URL hp.com/h20195/v2/GetHtml.aspx?docname=c0461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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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6000 시스템

밀도,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 비용을 줄인 랙 스케일 솔루션

HPC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HPE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버에만 매달리지 않고 랙 수준의 솔루션을 설계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컴퓨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인프라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와트 및 달러당 최고 수준의 성능

•  단일 스레드 애플리케이션에 20% 향상된 성능 제공3

•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46% 절감4

•  와트 및 달러당 성능을 4배 향상5

랙 스케일 효율성

•  경쟁사의 블레이드보다 공간을 60% 절약6

•  서버당 연간 157달러의 운영 비용(OPEX) 절감7

•  다음을 통해 단순화된 랙 스케일 관리 효율성 달성:

-   Smart Update

-   통합 관리 도구

-   네트워킹 유연성

-   비용 효율적인 이중화를 통한 전력 효율성 향상

-   Advanced Power Manager

TCO를 절감할 수 있도록 워크로드에 맞게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

•  1,000개의 서버로 3년간 3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  혁신 존(zone)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워크로드 요건에 최적화된 NIC, FlexibleLOM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워크로드에 따라 인프라를 유연하게 맞춤 설계:

-   모듈형의 단일 인프라에서 컴퓨팅, 스토리지 및 GPU/가속기 트레이를 선택하여 섀시 또는 랙당

확장을 손쉽게 수행

-   랙 수준에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SL4540/기타 스토리지)

-   Advanced Power Manager를 통해 손쉽게 관리

“HPE는 EDA 워크로드에서 

성능을 최대 35%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를  

5,000대 이상 배포한 결과, 

더 높은 랙 밀도와 전력  

효율성을 얻은 동시에 Intel®
Silicon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Kim Stevenson, Intel CIO

3  Synopsys SNUG 2014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Synopsys의 벤치마크를 통해 

문서화

4  HPE의 내부 분석 결과 대 Dell 계산기

(AC 입력), Dell M620 1 x 2P대 1 x 1P, 
HPE 전력 소모량: 153W로 측정,

Dell: 전력 계산기 측정 결과 281W, 153/
281 = 0.54(46% 절약)

5  HPE 내부 계산: (1.2/0.54)/0.51 = 4.36배 

향상

6  HPE 내부 계산: HPE 대 Dell M620 10U/
16 서버, 48U의 HPE 160, 160/16 = Dell 
인클로저 10개, 10 x 10 =100U, 100U/
48 = 랙 2.08개 > 랙 3개, 1/3 = 67% 
랙 공간 절약, 최소 60%의 랙 공간 절약

7  HPE 내부 계산: 서버당 153W AC 입력, 

Dell: 전력 계산기를 통해 서버당 281W 
AC 입력(281W–153W) = 128W, 128x1
60개 서버 = 20.47kW, 20.47kW x 0.14
달러 kWh x 24시간 x 365일/년 = 25,100
달러/년, 랙당, 25,100달러/160개 서버 

= 서버당 연간 157달러에 상응하는 

전력 절약 (Dell 전력 계산기 결과는 

0.1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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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Apollo 6000 시스템

HPE Apollo a6000 섀시 HPE Apollo 6000 Power Shelf

폼 팩터 5U (높이) x 44.81cm (가로) x 86.23cm (세로)

5U (높이) x 17.64인치 (가로) x 33.95인치 (세로)

최대 10개의 단일 슬롯 트레이 지원

1.5U (높이) x 44.81cm (가로) x 78.44cm (세로)

1.5U (높이) x 17.64인치 (가로) x 30.88인치 (세로)

최대 6개의 전원 공급 장치 지원

시스템 팬 5개의 핫 플러그, 이중 모터, 이중화 팬 N/A

전원 공급 장치 유형 N/A HPE 2,650W 플래티넘 핫 플러그 전원 공급 장치

HPE 2,400W 플래티넘 핫 플러그 전원 공급 장치

최대 전력 N/A 15.9kW(6 x 2,650W 전원 공급 장치)

14.4kW(6 x 2,400W 전원 공급 장치)

AC 입력 N/A 단상 또는 3상 AC 입력

이중화 N/A N+0, N+1 및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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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Apollo 6000 시스템(계속)

HPE ProLiant XL220a Gen8 v2 서버* HPE ProLiant XL230a Gen9 서버 HPE ProLiant XL250a Gen9 서버

폼 팩터
5U (높이) x 4.33cm (가로) x 70.79cm (세로)
5U (높이) x 1.70인치 (가로) x 27.87인치 (세로)

5U (높이) x 4.33cm (가로) x 70.79cm (세로)
5U (높이) x 1.70인치 (가로) x 27.87인치 (세로)

5U (높이) x 8.66cm (가로) x 70.79cm (세로)

프로세서 제품군 Intel® Xeon® E3-1200 v3 시리즈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코어 4 6/8/10/12/14/16 6/8/10/12/14/16

칩셋 Intel C222 시리즈 칩셋 Intel C612 시리즈 칩셋 Intel C612 시리즈 칩셋

프로세서 수 1개 2개 2개

최대 프로세서 속도 3.7GHz(터보 4.1GHz) 2.6GHz 2.8GHz

드라이브 설명 SFF SAS/SATA/SSD 2개 SFF SAS/SATA/SSD 4개 SFF SAS/SATA/SSD 6개

지원되는 드라이브 핫 플러그 2.5인치 SAS/SATA/SSD 핫 플러그 2.5인치 SAS/SATA/SSD 핫 플러그 2.5인치 SAS/SATA/SSD

메모리 슬롯 DIMM 슬롯 4개 DIMM 슬롯 16개 DIMM 슬롯 16개

최대 메모리 32GB(4 x 8GB) 512GB(16 x 32GB) 512GB(16 x 32GB)

메모리 유형, ECC DDR3, U-DIMM, 1,280MHz DDR4, R-DIMM/LR-DIMM, 2,133MHz DDR4, R-DIMM/LR-DIMM, 2,133MHz

네트워크 옵션 다양한 FlexibleLOM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모듈: 1GbE 및/또는 10GbE
다양한 FlexibleLOM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모듈: 1GbE, 10GbE 및/또는 InfiniBand
다양한 FlexibleLOM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모듈: 1GbE, 10GbE 및/또는 InfiniBand

스토리지 컨트롤러 단일 HPE Dynamic Smart Array B140i SATA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P430/2G 및 4G 컨트롤러

HPE H220 호스트 버스 어댑터

단일 HPE Dynamic Smart Array B140i SATA
컨트롤러

HPE H240 호스트 버스 어댑터

단일 HPE Dynamic Smart Array B140i SATA
컨트롤러

HPE H240 호스트 버스 어댑터

확장 슬롯 PCIe 2개:

1 PCIe x 8 Gen3, 로우 프로파일 슬롯 1 PCIe 
x 8 Gen3, 로우 프로파일 FlexibleLOM 슬롯

단일 내장 PCIe:
1 PCIe x 16 Gen3, 절반 높이

단일 내장 PCIe:
1 PCIe x 16 Gen3, 절반 높이

가속기 N/A N/A 가속기 카드 슬롯 2개 지원: 

Intel® Xeon® Phi 5110P
Intel® Xeon® Phi 7120P

USB 포트/SD 직렬/USB/비디오 포트 내장 microSD 1개 직렬/USB/비디오 포트 내장 microSD 1개 직렬/USB/비디오 포트 내장 microSD 1개

관리 HPE iLO(펌웨어: HPE iLO 4)
옵션: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LO(펌웨어: HPE iLO 4)
옵션: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LO(펌웨어: HPE iLO 4)
옵션: HPE Advanced Power Manager

OS 지원 Microsoft® Windows® Server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Microsoft® Windows® Server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Microsoft® Windows® Server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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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8000 시스템

모든 상상이 현실로

슈퍼컴퓨터는 유수의 연구 기관에서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뛰어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과학 기술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찾아내거나, 다음번 지진을 예측하거나, 시장 판도를 뒤흔들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공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 속도를 늦출 위험이 있습니다.

HPE는 고객과 사회에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기술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HPC 솔루션 분야의 리더로서 차세대 HPE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원동력이 되어 줄 

미래 지향적이고 야심 찬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비즈니스를  

새롭게 전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HPE는 기존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고 온수를 이용한 혁신적인 수냉식 

시스템을 이용해 연구 컴퓨팅 워크로드에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고밀도의 에너지 효율적 HPC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밀도,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향상

우선, 수냉식 기술은 공냉식보다 1,000배나 효율적이기 때문에8 HPE Apollo 8000 시스템은 훨씬 

성능이 뛰어난 구성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세서와 가까운 곳에 냉각기를  

배치함으로써 컴퓨팅 성능을 한층 높였습니다. 덕분에 공간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수백 테라플롭스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고밀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HPE Apollo 8000 시스템은 시설에서 전달되는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설계를 통해 비용과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은 HPE Apollo 8000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10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9

“물 한 잔이 공기가 가득 찬 

방 온도를 내릴 냉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나오는 열을 없애기 위해  

이 물잔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펌프 에너지는 공기로 가득 찬 

방에 팬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적습니다.”

– Steve Hammond, Computational 
Science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s 이사

8  NREL에 따르면 수냉식이 공냉식보다 

1,000배 더 효율적임

9  HPE 사례 연구, “NREL(National Renew-
able Energy Lab), HPE 서버를 통해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을 대폭 절감,”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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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8000 시스템 구성 요소

HPE Apollo 8000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1개의 HPE Apollo f8000 랙과 1개의 HPE Apollo 8000 iCDU 

랙으로 구성되며,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은 다양한 가속기, PCIe 및 

처리량 옵션을 통해 랙당 최대 144개의 2P 서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HPE Apollo f8000 랙

•  표준 랙 설치 공간

•  랙당 최대 144개 서버

•  iLO, 관리 및 HPE Advanced Power Manager 트래픽을 위한 통합 144 포트 1GbE 이더넷 스위치

•  케이블링이 단순화된 DR(Disaster Recovery) 통합 패브릭

•  유틸리티 모듈이 80kW의 입력 전력을 제공

•  8개의 핫 플러그 10kW 전력 변환기

•  효율성을 고려한 3상 고전압 AC 전원 공급 장치

•  모니터링 및 지능적인 랙 분리를 위해 멀티레벨 센서에 수냉식 기술을 통합

•  HPE Apollo 8000 System Manager가 환경 랙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HPE Apollo 8000 iCDU 랙

•  랙 상단에서 26U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고밀도 하프 랙 솔루션

•  전력 소모가 많은 냉각 장치의 사용을 금지/제한

•  PUE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

•  시설 취수 장치에서 ASHRAE 사양에 따라 냉각수 사용

•  냉각수가 순환되도록 진공 펌프로 압력 유지

•  신속 연결이 가능한 배관 키트 덕분에 설치 용이

•  Tri-loop 기술을 통해 냉각수 압력을 유지하고 시설과 2차 냉각수 루프를 분리

•  최대 4개의 HPE Apollo f8000 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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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XL730f, XL740f 및 XL750f Gen9 서버

• XL730f Gen9 트레이에 트레이당 2개의 2P 서버 장착

• XL740f Gen9 또는 XL750f Gen9 트레이에 트레이당 2개의 가속기와 함께 단일 2P 서버 장착

• 프로세서: Intel® Xeon® E5-2600 v3 시리즈

•  가속기: 2개의 Intel® Xeon® Phi 7120D 보조 프로세서(XL740f Gen9) 또는 2개의 NVIDIA Tesla K40 XL

GPU(XL750f Gen9)

•  메모리: 서버당 최대 256GB의 HPE DDR4 SmartMemory 2,133MT/s

•  스토리지 서버당 SFF SSD 1개

•  네트워킹 서버당 1개의 InfiniBand FDR 포트 및 1GbE NIC

•  트레이당 입력 전력 1,200W

•  dry-disconnect 서버 트레이에서 구성 요소 수준의 냉각

•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약

•  열 싱크 및 재킷을 통해 열 파이프에서 열이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보호

•  독립적인 핫 플러그 서버 트레이

•  HPE 서버 및 지원 관리

Apollo 8000 시스템용 HPE InfiniBand 스위치

•  36-포트 InfiniBand FDR 스위치, 각 트레이에 노드 연결용 QSFP 업링크 18개와 다운링크 18개 포함

•  구성에 따라 랙당 4~8개

•  단순화된 케이블링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위해 랙에 통합

Apollo 8000 시스템용 서비스
현장 평가, 배포 및 지원

HPE Apollo 8000 시스템 설치를 고려 중이라면 HPE 기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HPE 컨설팅 서비스는 전력 및 냉각 요건을 비롯해 보다 자세한 설계 및 데이터 센터 구현 계획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HPE 현장부터 데이터 센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HPE Apollo 8000 시스템의 구현을 관리 감독하고 싶다면 Factory Express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HPE HPC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구성과 타사 제품과의 통합을 도울 것입니다. 새로운 

HPE Apollo 8000 시스템이 구축되면 HPE는 일상적인 하드웨어 교체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손쉽게 

활용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PE Datacenter Care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가 각각에 맞는 지원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계 기반 솔루션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반복 가능하고 검증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온 HPE의 경험과 글로벌 

지원 파트너십, 기술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계약 체결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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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HPE Apollo 8000 시스템

서버 각 서버에서 최대 72개 HPE ProLiant XL730f/XL740f/XL750f Gen9 서버 트레이 지원

네트워킹 각 랙에서 총 8개 HPE InfiniBand 스위치 지원

각 랙에서 144-포트의 통합 HPE Apollo 8000 1GbE 이더넷 스위치 기본 제공

전력 서버 구성에 따라 N+1 또는 N+N 이중화 지원과 함께 랙당 80kW 입력 전력을 기본 제공

입력: 국제 표준의 경우 380~415V AC, 북미 표준의 경우 480V AC(랙당 4개의 30A 전원 코드)

관리 HPE Apollo 8000 System Manager

일반 구성 72개의 HPE ProLiant XL730f/XL740f/XL750f Gen9 서버 트레이와 8개의 HPE InfiniBand 스위치, 이와 관련된 바닥 배관 

키트 및 유틸리티 모듈(HPE Apollo 8000 Rack Manager, 40KW 입력 전력 장치 2개 포함)

무게 최대 4,700파운드(2,132kg)

서버 트레이가 없는 경우 최대 2,914파운드(1,322kg)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24인치 x 56.18인치 x 94인치(607mm x 1,427mm x 2,382mm)

HPE Apollo f8000 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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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HPE Apollo 8000 시스템(계속)

냉각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전력 입력: 국제 표준의 경우 380~415V AC, 북미 표준의 경우 480V AC(랙당 1개의 30A 전원 코드)

관리 HPE Apollo 8000 System Manager

이중화 N, N+1, N+N 이중화 구성 지원

구성 각 iCDU 랙의 바닥에 1개의 CDU가 탑재되고 이와 관련된 랙 펌핑 키트가 설치됩니다. 또한 랙 상단에 IT(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22U를 추가하도록 iCDU 랙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3개 랙(f8000 및 iCDU)마다 1개의 보조 펌핑 키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IT에서 전력 및 냉각 요건이 있는 경우, iCDU 상단에 IT 장비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T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나 서버를 위한 26U의 표준 19” 랙 공간

무게 2,188파운드(993kg), 호스 키트나 IT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24인치 x 57인치 x 94인치(607mm x 1,427mm x 2,382mm)

HPE Apollo 8000 ICDU 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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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HPE Apollo 8000 시스템(계속)

서버 각 HPE ProLiant XL730f Gen9 서버에 2P 서버 2개를 기본 제공

각 HPE ProLiant XL740f Gen9 서버 및 XL750f Gen9 서버에 2P 서버 1개와 가속기 2개를 기본 제공

CPU Intel® Xeon® E5-2600 시리즈: E5-2699 v3, E5-2698 v3, E5-2697 v3, E5-2695 v3, E5-2690 v3, E5-2683 v3, E5-2680 v3, E5-2670 v3,
E5-2667 v3, E5-2660 v3

메모리 서버당 16개 DIMM, 최대 256GB의 HPE DDR4 SmartMemory 2,133MT/s

네트워크 통합 NIC: 서버당 1개의 1GbE 포트

InfiniBand 어댑터 키트: 서버당 1개의 ConnectX-3 Pro InfiniBand FDR 포트

스토리지 서버당 1개의 SFF SSD 120GB, 240GB, 480GB, 960GB 지원

부팅 SSD 및 네트워크

최소 구성 서버당 2개의 CPU, 1개의 InfiniBand FDR 어댑터, CPU당 2개의 DIMM(최대 8개의 DIMM)

가속기 HPE ProLiant XL740f Gen9 서버가 2개의 Intel® Xeon® Phi 7120D 보조 프로세서 지원

HPE ProLiant XL750f Gen9 서버가 2개의 NVIDIA Tesla K40 XL GPU 지원

전력 트레이당 최대 1,200W의 고전압 직류를 12V로 변환

관리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옵션)
HPE Insight Online
관리 기능 내장(전용 iLO 네트워크 지원)

OS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CentOS

시스템 ROM UEFI, Legacy BIOS

스위치 유형 Mellanox 36-포트 QDR/FDR10/FDR 통합 리프 모듈

포트 각 트레이에 노드 연결용 QSFP 업링크 18개와 다운링크 18개 포함

속도 포트당 최대 56Gb/s InfiniBand FDR

케이블링 후면 케이블링 노드 연결에서 전면 케이블링 업링크 제공

폼 팩터 1U 절반 폭 트레이

전력 트레이당 최대 250W(예비 추산)

관리 내장

HPE ProLiant XL730f Gen9 서버 HPE ProLiant XL740f Gen9 서버 HPE ProLiant XL750f Gen9 서버

Apollo 8000용 HPE InfiniBand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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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 8000 시스템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HPE Apollo 8000 System Manager

HPE Apollo 8000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공유 인프라의 전력, 시설 및 환경 제어를 단일 

콘솔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렬 집중기, 어댑터, 케이블 및 스위치 지출을 없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 전력 할당 및 캐핑을 통해 다양한 워크로드 요건을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CMU)

HPE Insight CMU는 우수한 효율성과 견고성을 자랑하는 HPC 및 하이퍼스케일 클러스터 관리 

유틸리티로서, 클러스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HPE Insight 

CMU는 가장 규모가 큰 HPE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상위 500개 사이트를 지원

하는데, 신속하게 이미지를 설치, 수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능 문제를 식별해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HPE Integrated Lights-Out 관리 엔진

수명 주기 관리가 통합된 HPE iLO 관리 엔진은 새로운 차원의 성능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합니다.

HPC 솔루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일반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주 컴퓨팅 작업으로부터 주기를 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iLO 관리 엔진에서는 Active Health 및 

Agentless Management를 통해 모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대폭 절약한 NREL

NREL의 연구원들은 친환경 에너지가 바탕이 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REL은

HPE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설계된 새로운 HPC 

데이터 센터에 HPE Apollo 8000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놀라운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는 한편, HP가 개발한 수냉식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시스템에서 나오는 “폐열”을 모아서 NREL 캠퍼스 시설의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rctic University of Norway는

Apollo 8000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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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 제품군 비교 차트

일반적 워크로드 슈퍼컴퓨팅 HPC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HPC 빅 데이터 분석 및 개체  

스토리지

가치 제안 온수를 이용한 혁신적이고  

사용 편의성이 높은 수냉식 

시스템을 통해 적은 에너지 

비용으로 최고수준의  

밀도 실현

랙 수준에서 성능 최적화 기존 투자를 활용하면서도  

공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밀도 최적화 인프라로 

자연스럽게 전환함으로써 

HPC 성능 실현

빅 데이터를 활용해 통찰력을

확보함으로써 운영을 간소화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타겟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고객에게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족되지 않은 요건을 해결 

할 수 있는차 세대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 우위 

차지

고객 프로파일 대규모 연구 기관 

정부 대학 

생명 과학

PD&E(제품 설계 및 엔지니어

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제품 설계 업체 EDA를 활용

하는 제조업체 리스크  

모델링을 실행하는 금융 기관,  

생명 과학고객들에게 HPC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웹  

호스팅 업체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제약  

내에서 HPC 성능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대기업 및 SME

HPEApollo 4200 Gen9 서버

빅 데이터 솔루션의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하는, 또는 소규모의 개체  

스토리지 시스템, Hadoop 및 

NoSQL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규모의 HPC 클러스터를 

배포하고자 하는 대기업 및 

SME HPE Apollo 4500  

시스템 대규모의 빅 데이터  

솔루션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

Apollo 8000 시스템 Apollo 6000 시스템 Apollo 2000 시스템 Apollo 4000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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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6000 및 8000 시스템을 위한 

HPE 파이낸싱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사용 조건으로 기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PE 파이낸싱 서비스는 유연한 투자 및 전환 솔루션에 대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래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필요할 때 최신 HPC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PE 파이낸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기존 기술을 HPE Apollo 6000 and 8000 시스템으로 손쉽게 이전

•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함께 사용해 손쉽게 이전

•  보다 경제적으로 HPE Apollo 6000 및 8000 시스템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요금제

제공

•  새로운 HPE Apollo 6000 및 8000 시스템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기존 기술 제거 및 잔존 가치 회수

•  향후 확장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기술 업데이트 지원

•  기존 장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제공

•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유연한 사용 조건

•  HPE 파이낸싱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용 가능10

10  특정 국가에서 Hewlett-Packard Financial 
Services Company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

(이하 HPFSC로 통칭)를 통해 제공되는 

파이낸싱 및 서비스 제품은 표준 HPFSC
문서에 나와 있는 여신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요금과 사용 조건은  

고객의 여신 등급과 제품 유형, 서비스,  

장비 유형 및 옵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에 따라 이용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나  

프로모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제약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PFSC는 언제라도 사전 공지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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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기술 서비스 컨설팅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com/

services에서 확인하십시오.

HPE Factory Express는 구매하신 

스토리지 및 서버 제품에 대해 맞춤형 

설정과 배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장에서 하드웨어의 사양을 원하는  

대로 설정함으로써 배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조 사이트: hp.com/go/factoryex

press

새로운 IT 제품 구매, 기존 자산 관리, 

불필요한 장비 제거 등 맞춤형 IT 

수명 주기 관리를 계획해 보십시오.

hp.com/go/hpfinancialservices

HPE가 제공하는 ExpertOne 교육 및 

인증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HPE ProLiant 교육을 통해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HPE 제품에 

대한 투자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HPE 교육은 유연한 전송 

옵션과 글로벌 교육 기능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p.com/learn/proliant

자세히 알아보기 

hpe.com/info/apollo

HPE 기술 서비스
HPE 기술 서비스는 HPE Apollo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일 소스 솔루션을 통해 

신뢰감을 주고 위험성을 줄이며 고객이 더욱 뛰어난 민첩성과 안정성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고객은 

유연한 옵션을 통해 필요한 요건에 맞는 서비스 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HPE 기술 

서비스의 컨설팅 및 지원을 활용하면 기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HPE Apollo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배포 및 운영하여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HPE와 연계하면 문제 예방 및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HPE의 지원 기술은 수백만 개의 

장치와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최신 정보를 얻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유연한 서비스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

•  설치 및 시작 서비스 -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HPE Datacenter Care - 제어, 성능 및 간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향상된 콜 관리, 사전 예방적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전체 IT 환경을 지원하는 가장 유연한

서비스입니다.

-  HPE Flexible Capacity – HPE Datacenter Care의 옵션 중 하나로 퍼블릭 및 온프레미스 IT의

이점과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확장형 과금(pay-as-you-grow)” 솔루션 

덕분에 제품이 조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성장에 따라 즉각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 HPE Proactive Care 서비스는 2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HPE Proactive Care – HPE와 연계된 제품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문제 예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운타임을 최대 77%까지 줄이고11 100%에 가까운 진단 정확성을 달성하며12 

단일 창구를 통해 IT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모니터링과 사전 장애 경고, 

자동화된 콜 로깅 및 자동 부품 발송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완벽한 콜 관리를 통해 IT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  HPE Proactive Care Advanced – 비즈니스에 중요한 IT를 실행하고 있는 서버용으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고객 지원 매니저(ASM)를 배정함으로써 HPE Proactive Care 

서비스를 한 단계 확장했습니다. ASM은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전 세계 기술 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중요 이벤트 관리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스템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HPE Foundation Care – 지원 적용 범위와 응답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업계 최고의 x86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협력적 콜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HPE Education Services – 비용 및 리소스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HPE Lifecycle Event Services – 전략 수립부터 설계, 배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제품정보 및 구입안내: 080-7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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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는 본 문서의 기술적 오류나 편집 상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ntel® 및 Intel® Xeon®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소재한 Intel사의 상표입니다. 

4AA5-8958KOP, M12/2015

Sign up for updates

★Rate this document

Intel Inside® . Powerful Solution Outside.

HPE Apollo System powered by Intel® Xeon® proces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