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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불허하는강력한가용성과핫스왑가능한컴포넌트를 통해귀사의투자를

보호하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최강의 서버를 만나보십시오.

On the Web |    http://www.sun.com

완벽한 업무 수행 지원 및 ROI 향상 지원

Sun Fire 12K는 메인 프레임 대체 호스팅, 서버 통합 및 테크니컬 컴퓨팅에 이상적인 서버로서 탁월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썬의 5세대 Dynamic System Domain을 채용한 이 고성능 데이터 센터 서버는 강력한 Solaris™

8(10/01 또는 이후 버전) 운 환경을 실행합니다. 또한 전체 Sun Fire 서버 제품군은 이진 호환 가능한 수천 개의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Sun Fire 12K는 내장형 하드웨어 다중화와 함께,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다중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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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이들 제품은 썬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세서
프프로로세세서서 수수 4~52개

아아키키텍텍처처 UltraSPARC™ III 구리칩 슈퍼스칼라
SPARC™ V9, ECC Protected 

프프로로세세서서 당당 캐캐시시 L1 : 패리티 보호 32KB 명령어 및 64KB 

데이터 온칩 (단일 비트 오류 정정)

L2 : ECC 보호 8MB 외장 캐시

시시스스템템 인인터터커커넥넥트트 150MHz Sun Fireplane 중복 데이터, 

어드레스 및 응답 크로스바 인터커넥트

시스템
유유니니보보드드 4개의 프로세서 및 최대 32GB 메모리를

장착한 최고 9개의 유니보드 CPU/Memory 
보드 ; 시스템 당 최대 288GB 메모리

(그리고 2CPU 및 4GB 메모리를 장착한 유니보드) 

II//OO 최고 36개의 I/O 핫 스왑 가능한 PCI 슬롯 ; 
18개의 슬롯은 66MHz, 18개의 슬롯은
33MHz ; 10/100BaseT ethernet, gigabit
ethernet, UltraSCSI (LVD&HVD), ATM, 
FC-AL, 및 HiPPI 지원

성능
총총 시시스스템템 대대역역폭폭 최대 86.4GB/초의 총 시스템 대역폭

최대 57.6GB/초의 최고 시스템 대역폭

최대 21.6GB/초의 지속 시스템 대역폭

총총 ll//OO 대대역역폭폭 최대 10.8GB/초의 지속 I/O 대역폭

가용성
표표준준 핫 CPU 업그레이드

온라인 업그레이드

저널링 파일 시스템

다중화된 네트워크 커넥션

다중화된 스토리지 커넥션

강화된 운 시스템 커널

강화된 I/O 드라이버

RAS 특성
표표준준 도메인 및 SC의 동적 재구성/Automated 

DR, Concurrent DR, Initiate DR

DDyynnaammiicc SSyysstteemm 최대 9개의 도메인을 통해 단일 서버 내에서

DDoommaaiinn 자원에 대한 장애 고립 방식의 안전한 동적
파티셔닝 지원

보안
도도메메인인 관관리리 Sun Fireplane Interconnect내 전용 네트

워크 커넥션(SC에서 9개 도메인까지 지원)

자원 관리
표표준준 썬의 5세대 Dynamic System Domain, 

Solaris Resource Manager™ 및
Bandwidth Manager™

소프트웨어
운운 체체계계 Solaris 8 운 환경 (10/01 또는그이후버전)

언언어어 C, C++, Pascal, FORTRAN, Java 

네네트트워워킹킹 ONC™/NFS™, TCP/IP, SunNet™ OSI, X.25 
Start, DCE, Netware

시시스스템템 관관리리 Sun™ MC 3.0 ; SMS 1.1(또는 그 이후 버전)

네네트트워워크크 관관리리 VERITAS Volume Manager 3.1.1, VERITAS
File System 3.4, Sun Cluster 3.0

스토리지
표표준준 120+ Terabytes의 직접연결 가능한 스토리지

- 파이버 채널 & UltraSCSI

Sun StorEdge™ 9900, 6900, 3900, 
T3, A5200, S1, D1000, 및 테이프 장비

환경
AACC 전전원원 200-240 단상 VAC, 47-63Hz(6개의 30 

Amp 서킷 다중화 및 별도의 전원 그리드
(power grid) 상에 추가 6개 보유)

최최적적 조조건건 45%의 논콘덴싱 습도에서 22°C(72°F)

범범위위 20%~80% 논콘덴싱 습도에서 10°C~35°C

(50°F~90°F)

고고도도 최고 3,048m/10,000피트

규정
안안전전 UL 1950, CUL CAN/CSA 22:2 M950, TUV 

EN60950 준수

RRFFII//EEMMIIFFCCCC 내내성성 Class A, EN50021-1 Class A, 
EN50082-1 준수

크기 및 무게
높높이이 191cm(74.75인치)

넓넓이이 84cm(33.25인치)

깊깊이이 166cm(65인치)

무무게게 987kg(2,141파운드) 완전 구성시

업그레이드
SSuunn EEnntteerrpprriissee//SSuunn FFiirree Sun Fire 6800 서버와 함께 Sun Enterprise™

4x00, 5x00, 6x00 및 10000 시스템에 대한 보상
판매 할인이 적용됩니다.

SSuunn FFiirree 1122KK Sun Fire 12K는 Sun Fire 15K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썬썬의의 구구형형 시시스스템템 썬의 구형 서버는 썬 서버 통합 프로그램
(Server Consolidation Program)에 적용됩니다.

타타 벤벤더더의의 시시스스템템 타 벤더의 서버에 대한 보상 판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Sun Fire 15K

Sun Fire 6800

Sun StorEdge 9960

한국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주)

본본사사 I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아셈타워 15층, 16층 TEL (02)2193-5114 FAX (02)563-8713(CS)/8714(ES) 

교교육육센센터터 I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9 덕명빌딩 3층, 11층 TEL (02)3453-6602 FAX (02)3453-6603 

남남부부사사무무소소 I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통운빌딩 7층 704호 TEL (051)462-2981~3 FAX (051)462-2984

대대구구사사무무소소 I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대구문화방송 12층 TEL (053)749-3100 FAX(053)749-3130

서서부부사사무무소소 I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10층 TEL (062)943-2970~1 FAX(062)943-2972

중중부부사사무무소소 I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8층 TEL (O42)470-8800 FAX(042)470-8808

ⓒ2002 Sun Microsystems, Inc.가 저작권법 및 관련 국제협약에 의하여 전권을 보유합니다. 구체적인 사양은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Sun, Sun Microsystems, Sun 로고, Sun Fire, Solaris, Sun
StorEdge, Java, ONC/NFC, Sun Net, UltraSPARK 및 SunEnterprise는미국과기타국가에서Sun Microsystems의상표또는등록상표입니다. 모든SPARC 상표는SPARC International, Inc의상표로, 미국과기타
국가에서라이선스받아사용됩니다. SPARC 상표를부착한제품들은Sun Microsystems가개발한아키텍처에 기반하고있습니다. UNIX는 X/Open, Ltd를통하여독점으로라이센스받아미국과기타국가들에서사용
되고있는등록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