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Coat PacketShaper
보안은
업무 효율을
높입 니다

Blue Coat PacketShaper는 클라우드와 연결된 WAN이자 네트워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콘텐츠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인터넷 장비로서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QoS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Blue Coat 성능 센터의 핵심
요소인 PacketShaper는 Blue Coat WebPulse™와 통합될 경우 실시간 트래픽 검사 및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 수만
개의 웹 사이트 및 수십억 개의 웹 페이지 분류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대한 대역폭 한계를 구성하여 핵심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대역폭을 비축해
둘 수 있으며 가상 데스크톱 사용자 전체에 대하여 대역폭을 공정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어플리케이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속도에 맞추어 운용되어야 합니다. PacketShaper로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물론 웹 연결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웹
트래픽 규모를 콘텐츠 범주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먼저 네트워크
트래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모듈은 PacketShaper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및 웹 트래픽의 경우 콘텐츠 범주를
통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측정합니다.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통합될
경우 사용자 기반의 트래픽 뷰어를 제공하여
관리자는 어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트래픽을
유발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이와 같은 독보적 가시성으로 세부적인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acketShaper는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분류하는 협업 방어 시스템인
WebPulse와 통합한 어플리케이션 인지형 Layer 7+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모듈은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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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의 사용률 및 성능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토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연결 상태를 추적합니다.

및 재전송을 추적합니다. PacketShaper는 또한
프로토콜 분석 도구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된 패킷을
지원합니다.

웹 기반 트래픽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PacketShaper는 SaaS, 소셜 미디어, 레크리에이션
동영상 및 오디오/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웹
연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용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모든 웹 콘텐츠는
협업, 게임 및 소셜 네트워킹 등의 논리적 주제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웹 콘텐츠 제어 및
웹 위협 가시성의 최신 진보로 레크리에이션
트래픽이나 맬웨어 및 피싱, 그리고 법률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와 같은 보안 위협이 주는 영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성능 지표에는 RTP를 통한 음성 또는 화상
회의 트래픽의 평균 평가점(MOS), 지터(Jitter), 대기
시간, 손실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성능 관리 환경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성능 관리 환경에서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지능적으로 임계값을 기반으로 경고를 발행합니다.

트래픽이 파악되면 PacketShaper에서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별로 100여 가지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PacketShaper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콘텐츠 범주가 소비하는
대역폭, 네트워크 및 서버 지연으로 인한 핵심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 및 TCP 상태 등에
관한 중요 통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

어플리케이션, 웹 콘텐츠 및 웹 위협 파악하고
분류합니다.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QoS
PacketShaper는 모니터링 및 측정 이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QoS 모듈은 우선 순위의 어플리케이션
및 웹 콘텐츠 범주를 보호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트래픽의 영향을 제한하는 강력한 QoS 도구를
제공합니다. PacketShaper의 다음 기능을 살펴
보십시오.

데이터시트

네트워크 트래픽
가시성 및 최적화

데이터시트

• 음성, 동영상 및 가상 데스크톱과 같이 대기 시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역폭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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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등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액세스는
허용하면서 Farmville 등의 게임에는 대역폭을
제한합니다.
• 낮은 순위로 허용된 웹 트래픽이 주요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주는 영향을 제어합니다.
• QoS 모듈은 특허받은 TCP 속도 제어 기술을
통해 플로우당 대역폭을 보장하고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컴퓨터에 적절한 전송 속도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양방향 QoS를 구현합니다.

PACKETSHAPER 시리즈

• 가장 최상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제한합니다.
네트워크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 및 웹 콘텐츠
범주 속도를 올리거나 낮추어 우선 순위에 맞게
조정합니다.

개선합니칭적인 어플리케이션 인지형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압축할 트래픽을 파악하고 적절한 압축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용량을 2배에서
4배까지 확대하고 대역폭 사용량을 줄이며 WAN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압축

• 기존 회선에서 낭비되는 대역폭을 재확보합니다.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어떤 유형의 네트워크 트래픽은 가용 대역폭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압축 모듈은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최적함으로써 WAN 용량을 즉각적으로
확대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사용자 응답
속도를 개선합니다. 압축 모듈은 대자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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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용량

소프트웨어 옵션 및 업그레이드

인터페이스
온보드 포트(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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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확장 모듈

백업 장애 조치(Fail-towire) 쌍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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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0 ISP**** 12000 | 12000 ISP****

대역 외 관리

백업 포트 사용

가능

가능

콘솔 포트

모든 제품에 RS-232(AT 호환) DB-9 커넥터(수) 포함

구리, 듀얼 포트 1개: 10/100/1000BASE-T
또는 10GBASE-CX4
구리, 4포트 1개: 10/100/1000BASE-T
광섬유, 듀얼 포트 1개: 1000BASE-SX,
1000BASE-LX, 10GBASE-SR, 10GBASE-LR
광섬유, 4포트 1개: 1000BASE-SX 또는
1000BASE-LX

가능

LEM 사용

가능, 직접 대기 포트 가능

물리적 속성(19인치 랙 마운트)
치수
(세로 x 가로 x 높이)

(24.60cm)
(22.00cm)
(4.45cm)

(43.1cm)
(44.2cm)
(4.45cm)

(40.64cm)
(44.07cm)
(8.89cm)

(40.64cm)
(44.07cm)
(8.89cm)

(51.43cm)
(43.97cm)
(8.89cm)

(69.70cm)
(43.0cm)
(4.30cm)

무게

2.05kg

6.35kg

8.18kg

9.29kg

14.97kg

16.5kg

전원 공급

100/240VAC,
50/60Hz, 2A

100/240VAC,
50/60Hz, 2.5A

100/240VAC,
50/60Hz, 2.5A

100/240VAC,
50/60Hz, 2.5A

100/240VAC,
50/60Hz, 6A

100/240VAC,
50/60Hz, 6A

이중화 부하 분할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제공, 핫 스왑(Hot Swap)
가능

제공, 핫 스왑(Hot Swap) 가능

제공, 핫 스왑(Hot Swap) 가능

전원

추가 기능
상호 운용 기능

XML, XML 및 CGI API, SNMP MIB, SNMP 이벤트 트랩, HP OpenView, infoVista, CA eHealth, IBM Tivoli, Micromuse Netcool

장치 관리

콘솔 액세스,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Telnet CLI, SNMP Blue Coat MIB 및 MIB-II 지원

규제
안전

IEC60950 (CB 인증제도), UL60950 (미국), CSA C22.2 No.60950 (캐나다), EN60950 (CE/유럽), CNS14336 (대만), GB4943 (중국), MEK60950 (러시아), KSC8305 (대한민국), NOM-019 (멕시
코), AS/NZS 60950-1 (호주/뉴질랜드)

EMC/EMI

CISPR22/CISPR24 (국제), EN55022/EN55024 (CE/유럽), FCC part 15 (미국), ICES-003 (캐나다), VCCI V-3 (일본), AS/ZNS-CISPR22 (호주/뉴질랜드), CNS13438 (대만 BSMI),
51318.22/51318.24 (러시아), GB9254/GB17625 (중국), EM:KN22/IM:KN24 (대한민국). 전 기준 전자파 방사 Class A 획득.

환경

RoHS-지침 2011/65/EU, REACH-규칙 No 1907/2006

자세한 정보

인증 관련 자세한 정보 혹은 추가 지원 관련 사항은 regulatoryinfo@bluecoat.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 모든 용량 사양을 동시에 최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

PacketShaper는 이보다 많은 호스트 및 흐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수치는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한 이상적인 최대 수를 나타내며 가까운 1,000 자릿수로 올림/내림된 값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최대 수는 동시
흐름을 나타냅니다.

**

동적 파티션을 위해 별도 파티션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PS900은 정적 파티션과 동적 파티션 간 공유되는 파티션 풀을 갖습니다.

*** 압축 후 트래픽 속도를 나타냅니다. 트래픽 압축에 필요한 추가 처리 리소스 때문에 압축을 사용하는 경우 PacketShaper의 최대 압축 처리 사양은 낮아집니다.
**** PacketShaper 10000 및 12000에는 ISP 부하용 구성 옵션이 있으며, ISP 부하는 클래스 및 흐름의 용량을 늘리지만 압축, 응답 속도 통계를 비롯한 특정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PacketShaper 12000의 고급 기능은 라이선스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없음: 총 처리량(요청+응답)은 보통 2.5 ~ 8.0Gbps이고 플로우 속도, 평균 패킷 크기, 가용 기능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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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본 문서에 인용된 Blue Coat의 제품, 기술 서비스 및 기타 기술 관련 데이터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및 제재법, 규정 및 요구 사항의 영향을 받으며 기타 국가의 수출 또는 수입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에 동
의하며 수출, 재수출, 국내에서의 이송 또는 귀하에게 배송된 후 수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라이선스,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획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Blue Coat는 본 문서에 설명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 출원 중일 수 있습니다. 본
문서 제공은 이러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Blue Coat, ProxySG, PacketShaper, CacheFlow, IntelligenceCenter 및 BlueTouch는 미국 및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Blue Coat System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의 자산입니다. v.DS-PACKETSHAPER-A4-EN-v8b-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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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antee per-flow bandwidth and
automatically enforce appropriate transfer
rates for systems at the far end of the
network to deliver bidirectional QoS.
• Protect the best, contain the rest: align
network usage with your business priorities
based on applications and content.

Monitoring
With the visibility and control provided by
PacketShaper, your network is running at its
optimal efficiency. But it is always a good idea
to monitor your network activities regularly and
make appropriate adjustments if necessary.
The Blue Coat Sky Dashboard real-time
monitoring tool, part of the PacketShaper
offering, provides you with immediate
intelligence about what is consuming your

PACKETSHAPER SERIES

S500

MAXIMUM CAPACITY2

2G

5G

10G

IP Flows (TCP)1

1.0M

1.5M

2.0M

IP Flows (UDP)

500K

1.0M

2.0M

Classes

10K

10K

10K

Dynamic Partitions

20K

35K

55K

Static Partitions

10K

10K

10K

Shaping Policies

10K

10K

10K

Matching Rules

25K

25K

25K

IP Hosts

550K

575K

600K

1

1

network bandwidth and how your network
bandwidth is being utilized. The dashboard
enables you to see which applications or users
are consuming the most bandwidth and how
much of your available network bandwidth is
being consumed at any given moment. The
dashboard updates every few seconds, giving
you real-time visibility into the status of the
traffic on your network.

2

3

4

SOFTWARE OPTIONS AND UPGRADES
Monitor Only

No

Link Speed with Shaping Options

2 Gbps
5 Gbps
10 Gbps

SYSTEM
Optional NICs3

1

2
3

4 x 10/100/1000Base-T (with bypass)
4 x 1000Base-F, SX (with bypass)
2 x 10GBase-T (with bypass)
2 x 10GBase-F, SR (with bypass)
2 x 10GBase-F, LR (with bypass)

Available Slots

2 Full Height / 2 Half Height

Out of Band Management

1GbE copper Onboard port

Console Port

1 RS-232 (AT-Compatible) with male DB-9 connector

PacketShaper can support additional hosts and flows; these figures represent ideal maximums for
producing optimal results; numbers are rounded up or down to the nearest thousand. These maximums
represent concurrent flows.
Not all capacity specifications can be maximized simultaneously
No NIC is included in the base system configuration. NIC cards must be added as optional equipment at
time of ordering.

7

1
1
2
3
4

6

Redundant, hot-swap power supplies
Not used
Full-length I/O expansion slots
Half-length I/O expansion slots

5
5
6
7

System Management Port
BMC Management Port
RS-232 Consol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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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AND WEIGHT
Dimensions

710mm x 433.3mm x 87.2mm (27.95in x 17.05in x 3.43in) (chassis only)
812.8mm x 433.4mm x 87.2mm (32in x 17.06in x 3.43in) (chassis with extensions)

Weight (maximum)

Approx. 30kg (60 lbs) +/- 5%

OPERATING ENVIRONMENT
Power

Dual redundant hot swappable power supplies, AC power 100-240V, 50-60Hz, 12-5A, DC power 48-60VDC, 30A

Maximum Power

1100 Watts

Thermal Rating

Typical: 2598.42 BTU/Hr, Max: 3950 BTU/Hr

Temperature

5°C to 40°C (41°F to 104°F) at sea level

Humidity

20 to 80% relative humidity, non-condensing

Altitude

Up to 3048m (10,000ft)

PACKETSHAPER SERIES - S500

Blue Coat Systems Inc.
www.bluecoat.com
Corporate Headquarters
Sunnyvale, CA
+1.408.220.2200
EMEA Headquarters
Hampshire, UK
+44.1252.554600
APAC Headquarters
Singapore
+65.6826.7000

REGULATIONS

SAFETY

ELECTROMAGNETIC COMPLIANCE (EMC)

International

CB – IEC60950-1, Second Edition

CISPR22, Class A; CISPR24

USA

NRTL – UL60950-1, Second Edition

FCC part 15, Class A

Canada

SCC – CSA-22.2, No.60950-1, Second Edition

ICES-003, Class A

European Union (CE)

CE – EN60950-1, Second Edition

EN55022, Class A; EN55024; EN61000-3-2; EN61000-3-3

Japan

---

VCCI V-3, Class A

Mexico

NOM-019-SCFI by NRTL Declaration

---

Argentina

S Mark – IEC 60950-1

---

Taiwan

BSMI – CNS-14336-1

BSMI – CNS13438, Class A

China

CCC – GB4943.1

CCC – GB9254; GB17625

Australia/New Zealand

AS/NZS 60950-1, Second Edition

AS/ZNS-CISPR22

Korea

---

KC – RRA, Class A

Russia

CU – IEC 60950-1

GOST-R 51318.22, Class A; 51318.24; 51317.3.2; 51317.3.3

ENVIRONMENTAL

RoHS-Directive 2011/65/EU, REACH-Regulation No 1907/2006

PRODUCT WARRANTY

Limited, non-transferable hardware warranty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date of shipment.
BlueTouch Support contracts available for 24/7 software support with options for hardware support.

GOV’T CERTIFICATIONS

For further government certification information please contact Federal_Certifications@bluecoat.com

MORE INFO

Contact regulatoryinfo@bluecoat.com for specific regulatory compliance certification questions and support

© 2014 Blue Coat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Blue Coat, the Blue Coat logos, ProxySG, PacketShaper, CacheFlow, IntelligenceCenter, CacheEOS, CachePulse, Crossbeam, K9, the K9 logo, DRTR, Mach5, Packetwise, Policycenter, ProxyAV, ProxyClient,
SGOS, WebPulse, Solera Networks, the Solera Networks logos, DeepSee, “See Everything. Know Everything.”, “Security Empowers Business”, and BlueTouch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Blue Coat Systems, Inc. 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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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in this document are subject to U.S. export control and sanctions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nd may be subject to export or import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You agree to comply strictly with these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nd
acknowledge that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obtain any licenses, permits or other approvals that may be required in order to export, re-export, transfer in country or import after delivery to you. v.DS-PACKETSHAPER-S500-EN-v1g-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