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 서버 / 컴퓨터

ARM 서버계의 혁신, 그 시작

SQ
세상에서 가장 많은
768개 코어 기반 ARM 서버
MAX

10%
Size

기성 서버 대비
약 1/10 크기1
1

ARM
x24
x32

600W

PC 수준(600W)
전력 소모량

서버 노드당 24개 코어,
최대 32GB RAM

최대 32대
서버 노드 장착

V-Raptor PEC 기준

e-Ink 디스플레이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로 손쉽게 서버 상태 확인

브이-랩터 SQ 모델

제품 문의

V-Raptor SQ Model

최대 768개
ARM 코어 장착 가능

02-6952-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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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서버 노드
FAN

최대 32개 장착 가능 (HOT SWAP 지원)
4 x FAN (온도에 따른 자동 속도 조절 기능)

최대 32개 서버 노드 장착 가능
각 PEC 당 24개 코어 - 최대 768개 코어 운용 가능

DDR4 16GB 램
최대 32개 램(512GB) 장착 가능

SATA SSD 250GB
최대 32개 SSD(8TB) 장착 가능

전원 장치

2 x 800W PSU (평균 600-650W 소모)
32bit ARM Cortex-A9 쿼드코어
기반 BMC (엑세스랩 자체 기술 개발)

BMC

네트워크

32 x 1Gbps 이더넷 (PEC),
1 x 1Gbps 이더넷 (관리용)

원격 관리

웹 기반 관리 SW (엑세스랩 자체 기술 개발)

Micro USB, Web Console,
1Gbps Ethernet 지원
ARM 서버 노드 ARM Server Node

자체 개발 BMC 기반
원격 관리 솔루션 제공

06

PEC
64bit ARM 1GHz 24 cores / DDR4 16,32GB / SATA,Nvme SSD 250GB

전원 OFF 없는 서버 노드 장/탈착
HOT SWAP 지원

SQ

최소한의 전력소모,
극강의 효율!
ARM 아키텍쳐 기반의 서버 V-Raptor SQ는
PC 1대 수준의 전력만으로도 높은 효율을 내는 친환경 서버입니다.
최대 32개의 ARM 서버 노드(V-Raptor PEC)를 장착할 수 있으며
768개 코어, 512GB DDR4 램, 8TB SSD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2개 ARM 서버 노드(V-Raptor PEC) 장착 가능

카카오에서 선택한
ARM 서버1
1

카카오와 ARM 서버 기반 연구 개발 계약 체결

데스크톱
수준 전력2
2

평균 600W 소모, 800W 파워 장착

자체 개발 BMC ‘XMAS-CORE’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ot Swap 기능을 통해, 전원을 끄지 않고도
ARM 서버 노드 교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