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V x800 시리즈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s
APV x800 시리즈 차세대 ADC는  데이터 센터의 비용과 복잡성은 줄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 성능 및 보안
강도를 최적화 합니다.

Array Networks APV x800 시리즈 차세대 ADC는 64 비트 SpeedCore® 아키텍처로 구성되며 가용성, 가속 및 보안 기능이 통합 된

제품으로 업계 최고의 성능과 높은 비용대비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최신 하드웨어 가속 카드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고성능 전용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또는 유연한 지불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APV x800 시리

즈는 최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기업 및 공공 부문 조직의 ROI 를 향
상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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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SSL 트랜잭션 처리 능력:
업계 최고의 SSL 성능, TPS 당 최저 비용의 ECC/RSA

처리능력.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트랜택션 처리를 위

한 우수한 클라이언트 인증서 처리 및 간편한 애플리

케이션 통합

 • 링크로드밸런싱(LLB) : 
최적의 WAN 링크 선택을 통한 지능적인 로드 밸런

싱으로 핵심 업무의 가용성 및 성능 보장

 • 애플리케이션별 맞춤형 정책 :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애

플리케이션별 인증서, 설치 가이드 및 샘플정책 제공

 •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맞춤 제어 :
ePolicy ™ L7 스크립팅 및 eRoute ™ L4 라우팅

 • IPv4/IPv6 지원 : 
IPv4 자원 보호, IPv4/6 변환 및 IPv6 마이그레이션

 • • 외부 관리 시스템 연동 API :
Array eCloud ™ RESTful API 및 XML-RPC 제공. 클
라우드 관리 시스템 및 모니터링 솔루션과 연동

 • 외부시스템 완벽한 연동 :
VMware vRealize Orchestrator, Microsoft System Center,
OpenStack load balancing-as-a-service (LBaaS) 연동

 • 공간 및 소비전력 절감 :
대체 솔루션 대비 10-35 % 소비 전력 절감, 공간 효율적

인 HW 어플라이언스

 • 편리한 관리자 인터페이스 :
직관적인 WebUI, 익숙한 CLI

Highlights & Benefits

 • 전용 어플라이언스 & 가상 어플라이언스 : 
7~160Gbps를 제공하는 전용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또

는 1~8vCPU까지 확장이 가능한 가상 어플라이언스.

AWS,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

가능

 • 통합 애플리케이션딜리버리 솔루션 :
L4 및 L7 서버로드 밸런싱(SLB), 링크로드밸런싱(LLB), 글
로벌 서버로드 밸런싱(GSLB), 커넥션 멀티플렉싱, SSL 가
속, SSL 인터셉트(가시성), 캐싱, 압축, 트래픽 셰이핑,
DDoS 보호, IPv6 및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기능의 통합

 • Kernel Level L7 정책 엔진 :
성능이나 확장성에 제약 받지 않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관리 지원

 • 다계층 보안 :
보안이 강화된 OS, 리버스 프록시 아키텍처 그리고 성능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응용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커널

수준의 웹방화벽을 포함한 다계층 보안 아키텍처

 • 99.999% 가용성 :
애플리케이션 가용성과 최대 5 배의 애플리케이션 가
속,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

 • SSL 오프로딩 : 
웹애플리케이션과 서버의 SSL 처리 부하 경감으로 효율성

향상, 처리능력 강화 및 ROI (투자수익) 조기 달성

 • SSL 가시성 제공 : SSL 암호화 트래픽을 평문으로 복호화

하여 3rd party 보안 장비로 전달하여 심도 있는 보안검사

를 수행하게 하고 검사가 끝난 트래픽은 재 암호화하여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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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 •● STANDARD  O OPTIONAL

AppVelocity AppVelocity-E

APV 1800/2800/ 
5800/7800/9800

APV 1800/2800
APV 5800/ 
7800/9800

L2, L4 & L7 SLB •● •● •●
LLB •● •● •●

GSLB O O O

L7 Policy Engine •● •● •●
ePolicy Scripting •● •● •●

eRoute Routing •● •● •●
Transparent Proxy •● •● •●

SSL (HW) •● •●
Compression (SW) •● •● •●
Compression (HW) O O

RAM Caching •● •● •●
Traffic Shaping •● •● •●

Web Application Security  
(Including WAF) •● •● •●

DDoS Protection • • •
Secure Application Access •● •● •●

IPv6 Support •● •● •●
Multi-language WebUI •● •● •●

Single System Image •● •● •●
Fast Failover •● •● •●

Clustering •● •● •●
eCloud API &  

LBaaS Integr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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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V1800 APV2800 APV5800 APV7800 APV9800

Max. L4  
Throughput

.7 Gbps 20 Gbps 40 Gbps 100 Gbps 160 Gbps

Max. SSL 
Throughput

7 Gbps 10 Gbps 25 Gbps 45 Gbps 90 Gbps

Max. SSL TPS 
(RSA 2K)

20K 20K 40K 53K 110K

Max. ECC TPS 
(ECDSA P256)

14K 14K 28K 38K 76K

1 GbE Copper •● •● •●

1 GbE Fiber o

10 GbE Fiber •● •● •● •●

40 GbE Fiber o o

Power Supply

APV1800, 2800 Dual Power: 100-240VAC, 8-4A, 47-63Hz

APV5800 Dual Power: 100-240VAC, 8-4A, 47-63Hz

APV7800, 9800 Dual Power: 100-240VAC, 10-5A, 47-63Hz

Typical Power 
Consumption (W)

132 - 140* 134 - 158* 149 - 184* 206 - 259* 411 - 473

BTUs/Hour 451 - 480* 457 - 540* 510 - 630* 705 - 886* 1404 - 1619*

Dimensions
APV1800, 2800. 5800 1U – 17” W x 19.875” D x 1.75” H

APV7800, 9800 2U – 17” W x 22.5” D x 3.5” H

Weight
APV1800, 2800, 5800 18.4 lbs.

APV7800, 9800 29.6 lbs.

Environmental Operating Temperature: 0° to 45°C, Humidity: 0% to 90%, Non condensing

Regulatory 
Compliance

ICES-003, EN 55024, CISPR 22, AS/NZS 3548, FCC, 47FR part 15 Class A, VCCI-A. 

Safety CSA, C/US, CE, IEC 60950-1, CSA 60950-1, EN 60950-1 

Support Gold, Silver and Bronze Level Support Plans

Warranty 1 Year Hardware, 90 Days Software

Supported Hypervisors (64-bit only) Virtual Machine Requirements

 vAPV 
With the exception of 

hardware SSL acceleration, 
vAPV virtual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s support 
all APV features and 

software options.

VMware ESXi 4.1 or Later 
XenServer 5.6 or Later 
OpenXen 4.0 or Later 
KVM 1.1.1-1.8.1 or later 

Hyper-V (Windows Server 2012) 
Array AVX Series

Supports 1 to 8 Virtual CPUs 
Requires Minimum: 

4 Virtual Network Adapters 
2GB RAM 
40GB Disk

*Power consumption and BTU values vary dependent on produc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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