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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과제 충족 

 

개요 

이 문서는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 맞는 최고의 하드웨어 용량 및 플랫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관리자 및 DBA(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시스템 관리자 및 DBA가 기업 내에서 오늘날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크기 조정, 계획, 구축, 

관리 및 확장을 수행할 때 익숙해져야 하는 요구 사항의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또한 Intel® Xeon
® 

프로세서 장착 서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Cisco UCS™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 솔루션이 SQL 

Server 2012 및 이전 버전의 워크로드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고유한 혜택과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범위: 이 문서에서 설명한 SQL Server 모범 사례 및 Intel® Xeon
® 장착 UCS 플랫폼 혜택은 SQL Server 

2012, 2008 R2 및 2008에 적용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최적화 

Microsoft SQL Server 2012, 2008 R2 및 2008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최적화하려면 까다로운 환경에서 

여유로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하드웨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 

관리 시 최적의 값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IT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 수요 및 복잡성 증가: 기업이 정보 저장 및 처리에 의존함에 따라 성능 향상, 응답 시간 개선 및 추가 워크로드 

용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기업의 모든 IT 우려 사항과 마찬가지로, Microsoft SQL Server 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가 CPU 및 메모리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와 함께 

I/O 구성을 적절히 유지하는 문제가 특히 그러합니다. 

● 비즈니스 통찰력에 대한 수요 증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은 더 많은 양과 크기의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및 웨어하우징 워크로드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Microsoft SQL Server 로 OLTP 및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워크로드에 대한 구성, 성능, 스토리지 및 프로세싱 요구 사항은 매우 다르므로 

IT 전문가는 추가 수요 및 요구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보안: 데이터 및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장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의 양도 증가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규정 준수, 감사 요구 및 기타 보안 고려 

사항으로 인해 복잡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리지 및 처리 능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 확장성: 전략적 수준에서 장기적 생존 능력을 유지하려면 IT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업계 모범 사례 및 표준을 

준수하여, 필요 시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범 사례 및 표준을 준수하려면 

추가 교육 및 기술이 필요하며 추가 관리 오버헤드가 부여됩니다. 

● 가용성 및 연속성: IT 전문가는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액세스를 보장하려면 로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HA(고가용성) 솔루션 형태의 리던던시로 이어짐)는 

물론 오랫동안 전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재해(DR(재해 복구) 솔루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결과 IT 전문가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 

스토리지와 동기화를 보장하려면 HA/DR 시스템 및 솔루션에 추가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트래픽과 용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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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용이성: IT 부서는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 스토리지 요구 및 복잡성 증가를 성공적으로 충족하려면 

민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T 전문가가 전술적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더 

빨리 프로비저닝하고 더 쉽게 확장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빠르게 기술 문제와 기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비용 억제: 성공적인 IT 부서는 전반적인 예산 관련 문제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모든 이니셔티브와 투자에 

대해 TCO(총 소유 비용) 및 RCO(상대적 소유 비용) 평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스템 엔지니어와 DBA는 광범위한 경쟁 우려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오늘날 IT 환경의 

전술적 부채와 희생물이 되는 대신 기업 성공을 촉진하는 전략적 혜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 최적화 과제 

시스템 관리자와 DBA는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Microsoft SQL Server의 고유한 워크로드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최적화에 방해가 되는 

오늘날 IT 내부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OLTP 워크로드 최적화 

오늘날 OLTP 시스템은 ERP(전사적 자원 계획), LoB(Line of Business) 및 SCM(공급망 관리)을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의 백엔드 역할을 합니다. OLTP 데이터베이스를 몇몇 DSS(Decision 

Support System) 솔루션 형태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OLTP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현대 비즈니스의 백본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각 Microsoft SQL Server OLTP 데이터베이스는 실행 특성 면에서 서로 매우 다르지만, 거의 모든 OLTP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및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응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필요 시 신속하게 성장 및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요구사항을 공유합니다. 

하드웨어 집약적일 수 있는 Microsoft SQL Server OLTP 

이 관점에서 기업 내 Microsoft SQL Server OLTP 워크로드는 일반적으로 집계 부분에서 매우 까다롭습 

니다. 비즈니스 및 최종 사용자 수요를 충족하려면 테라바이트급 스토리지, 많은 양의 RAM 및 방대한 

처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DBA와 시스템 관리자는 적절한 OLTP 워크로드 관리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리소스 

할당 또는 서버 구성의 사소한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로드 시 종종 성능 문제를 일으킵니다.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가 매우 다른 상황 및 매우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는 방식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구성 

문제 또는 하드웨어 병목은 손쉽게 다른 곳에서 단일 병목(또는 다중 병목)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SS 솔루션의 경우, 매우 큰 테이블에서 반복적으로 쿼리되는 열에 대해 잘 정의된 

인덱스가 없으면 CPU 및 메모리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쿼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RAM이 부족한 경우, 해당 압박이 I/O 하위 시스템에 가해집니다. 그러면 

디스크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서버가 반복적으로 커널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CPU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집니다. 이어 성능 및 속도 저하가 나타나는데, 숙련된 DBA일지라도 

대부분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단순히 하드웨어 병목(디스크, CPU 및 RAM)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대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 과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는 성능 문제가 발생하면 옵션이 

있을 때 단순히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지만, DBA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여 장기적인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의 불필요한 다운타임을 없애주는 실용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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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할 수 있는 Microsoft SQL Server OLTP 구성 

Microsoft SQL Server OLTP 워크로드는 복잡하여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LTP 워크로드를 위해 새 서버를 프로비저닝하려면 일반적으로 DBA, 시스템 엔지니어 및 SAN 

관리자는 계획, 조정 및 테스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OLTP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해 디스크를 적절히 구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서 최소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OS 및 SQL 바이너리: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 및 Microsoft SQL Server Engine 스토리지 요구 사항은 거의 

모든 엔터프라이즈 Microsoft SQL Server 구축에서 가장 덜 중요하고 가장 덜 까다로운 I/O 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통해 중복됨). 그 결과 시스템과 OS 및 Microsoft SQL Server 바이너리용 

장치상(직접 부착) RAID-1 스토리지는 충분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 tempdb: Microsoft SQL Server는 tempdb 파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스냅샷 

격리(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잠금 및 차단 고려 사항을 제거하여 엔터프라이즈 OLTP 

환경에서 동시성 지원)에서 그러한데, 이 경우 작업 중 활용률과 동시성을 높이기 위해 tempdb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집계 및 분류가 흔히 발생하는 DSS 또는 기타 솔루션에서는 

tempdb가 지속적으로 여러 동시 요청에 응답해야 하므로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OLTP 워크로드용 tempdb는 되도록 가장 빠른 스토리지에 있어야 합니다. tempdb는 매우 

많은 수의 IOPS(초당 입출력 작업)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점점 안정적인 상태의 스토리지에 

tempdb를 프로비저닝하고 있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로그 파일: OLTP 워크로드의 실현 가능한 처리량 및 성능은 적절히 프로비저닝된 

로그 파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로그 파일의 적절한 프로비저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부분의 OLTP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쓰기 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Microsoft SQL 

Server의 Write-Ahead 로깅 요구 사항을 적절히 해결하려면 각 OLTP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한 처리량이 

필요합니다. 적절히 할당하지 않으면(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용 로그 파일을 자체의 전용 LUN(논리 단위 

번호) 또는 RAID 그룹에 대해 배포해야 할 수 있음), Microsoft SQL Server 쓰기 로그가 I/O 하위 시스템에서 

Stall로서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는 드라이브헤드가 로깅과 기타 읽기 또는 

쓰기 간에 너무 자주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엔터프라이즈 OLTP 환경에서 Microsoft SQL Server 로그 

파일에 RAID-10(또는 SSD-backed) 스토리지가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 파일: 기본 OLTP 데이터에 대한 쓰기 활동의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 일부 

DSS 및 기타 쓰기 집약성이 덜한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RAID-5 스토리지에 적절히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시 성능보다 크기 조정이 더 큰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나 쓰기가 전체 

활동(데이터 파일에 대한)의 15~20퍼센트(또는 그 이상)가 되면 RAID-5의 부정적인 쓰기 특성을 피하기 위해 

RAID-10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더 큰 OLTP 워크로드를 위한 충분한 스토리지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열한 세부 정보는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용 스토리지를 적절히 프로비저닝 및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범 사례와 관련된 기본 사항만을 나타냅니다. 숙련된 DBA는, SLA(서비스 레벨 

계약) 및 예상 성장률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스핀들 수를 제대로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용량 계획 및 

분석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결국 성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적절한 크기 조정, 구성 및 프로비저닝이 엔터프라이즈급 

워크로드와 소규모 워크로드,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주요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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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관리자 및 DBA가 겪는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우연히 거의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애플리케이션, 즉 계획이나 전망 없이 생성된 후 IT에 배포하도록 전달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중 다수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하드웨어 요구 

사항 및 기능 변형 모두와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능 변형은 적절한 

지원 아키텍처 없이 코드의 유기적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대개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되고 

지원, 백엔드,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오래지 않아 

그러한 솔루션에서는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솔루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주의, 문제 해결 및 처리 

리소스가 과도하게 필요하므로 IT 부서는 잘못 설계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불필요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IT 직원의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잘못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은 대개 

폐기할 수도 없고(너무 많이 사용되므로), 쉽게 재작성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기능 

변형을 수행하면 비즈니스 로직 및 복잡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새로운 아키텍처 및 

솔루션으로 쉽게 추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잘못 설계되었지만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많은 경우 DBA 및 시스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거기에 계속해서 리소스를 할당하고 주변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OLAP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 해결 

기업 내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해 Microsoft SQL Server OLTP 

워크로드의 복잡성과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일 외에, 점점 많아지는 웨어하우스 및 OLAP 솔루션의 

관리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 결과, 실현 가능한 상태로 비즈니스 통찰력을 좀 더 빠르게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Microsoft SQL Server를 통해 OLAP 및 OLTP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들의 

워크로드 특성과 하드웨어 수요는 매우 다릅니다. 

웨어하우징 및 OLAP 워크로드 최적화 

OLAP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려면 OLAP 워크로드의 성능 특성과 요구가 OLTP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워크로드 유형에는 많은 양의 스토리지, RAM 및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액세스하는 특정 방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OLTP 솔루션은 대개 공정한 인덱스 사용을 통해 쓰기 및 읽기를 줄이도록 최적화되고 

설계됩니다. 반면 OLAP 워크로드의 특성은 매우 많은 양의 연속 읽기가 있다는 점과, OLTP 및 기타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융화를 위해 새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에 따른 대량의 쓰기(대개 오프 피크 시간 

중에)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OLAP 솔루션의 디스크, 메모리 및 프로세싱 특성과 요구 사항은 OLTP 워크로드의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OLAP 및 OLTP 워크로드에 공통된 유일한 특성은, 둘 다 Microsoft SQL 

Server에서 실행되며 하드웨어 요구 사항, 구성 및 최적화 작업의 관점에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통찰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면 OLTP 및 OLAP 워크로드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 사항과 필요를 조정하는 것은 그리 동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첩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전략적 혜택을 제공하려면 DBA, 시스템 관리자 및 IT 부서는 두 가지 워크로드 유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적으로 관리 및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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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 Server 관리 용이성 과제 

OLTP 워크로드를 다루든 OLAP 워크로드를 다루든, 기업 내 Microsoft SQL Server는 상당한 관리 

주의를 요하는 크고 강력한 호스팅 자산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 및 호스트는 통합과 가상화 작업 등 증가하는 IT 민첩성 및 관리 

용이성에 대한 IT 관습 및 패러다임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및 통합 

서버 수준 통합은 서버 공간 확장과 낭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에너지, 공간, 냉각, 프로세싱 및 관리 

수요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입증된 수단이지만 서버 통합 작업은 Microsoft SQL Server의 까다로운 

특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비용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관리와 프로비전 

요구를 간소화하고 성능과 처리량을 높이는 SAN의 능력 때문에 서버 통합 작업에는 SAN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SAN 관리자가 성공의 수단으로 단순한 통합 비율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스토리지 요구의 주요 결정 요소로서 스토리지 크기 조정 요구 사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Microsoft SQL Server 스토리지는 종종 SAN 수준에서 RAID 그룹에 통합됩니다. 여기에서는 디스크 

사용을 위해 경쟁하는 파일 서버, 중요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과 개발 요구 사항,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자산 등과 스핀들을 공유합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벌룬(balloon) 드라이버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전반적인 통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상 머신에서 OS 메모리의 리던던시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 주지만, 통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되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정책과 구성에 메모리가 사용될 경우 대규모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는 RAM에 의존하므로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많은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프로세싱 용량에도 유사한 문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는 "다른 것들과 섞지 않음"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돌하는 다른 워크로드를 피하기 위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까다로운 워크로드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복잡한 속성(및 처리되는 순수한 데이터의 양) 때문에 Microsoft SQL Server 대부분은 

단순한 파일 서버 또는 보조 애플리케이션 및 개발 서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경합하지 않는 리소스를 충분히 할당해야 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및 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수준 가상화는 약 10년 동안 실행 가능한 기술 솔루션이 되었지만, 값비싼 성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제한 사항 때문에 처음에는 DBA에게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버 수준 가상화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대부분 효율적으로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RAM이 1TB 넘게 필요한 워크로드)는 성공적으로 가상화할 

수 없으므로, 가상화와 통합을 통해 매우 민첩한 환경으로부터 여러가지 이점을 지원받는 기업 및 IT 

조직은 여전히 물리적 및 가상 서버와 워크로드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및 IT 관리 용이성 

데이터 센터가 상당한 수준으로 통합 또는 가상화된 환경 내에서 격리된 물리적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경우 IT 민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 및 적절한 툴이 없으면, 물리적 및 가상 워크로드를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리 용이성 툴 사이에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IT 관리자의 요구가 전반적인 

관리 확장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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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업 내 하이엔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존재는 시스템 관리 접근 방식에서 민첩성과 

전략을 유지하고자 하는 IT 부서에 추가적인 문제와 우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대상에 상당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능력 

(일부 워크로드에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IT 부서에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한편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점점 커지는 

워크로드 용량 및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프로비저닝 및 제공해야 하는 요구와 전반적인 IT 민첩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성공적으로 통합, 가상화 및 관리해야 하는 요구를 적절히 조정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됨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랙 서버는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가상화 및 관리 

용이성 이점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도록 정확히 설계된 차세대 데이터 센터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플랫폼에서는 IT 민첩성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총 소유 비용이 감소하므로 Cisco UCS 서버는 

기업 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한 뛰어난 컴퓨팅 플랫폼이 됩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의 기원 및 혜택  

2005년, 통합된 단일 네트워크 패브릭을 통해 SAN 및 LAN 트래픽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새로운 수준의 서버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Nuova Systems가 Cisco 계열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비전의 실현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서버를 제공하기 위해 Intel® Xeon
® 프로세서 및 칩셋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서버가 

구축되었습니다. 2007년 Cisco는 공식적으로 Nuova Systems를 인수하여, 포괄적인 차세대 제품을 

만들기 위해 Nuova의 통합 패브릭을 Cisco의 자체 네트워킹 전문 기술과 심층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그 제품이 현재의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입니다. 오늘날 Cisco UCS 서버는 

두 가지 폼 팩터, 즉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및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뛰어난 확장성을 위해 상당한 프로세싱 기능과 스토리지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DBA와 시스템 관리자는 하드웨어 기능과 용량만으로도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제품군을 까다로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한 뛰어난 컴퓨팅 플랫폼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그러나 Cisco UCS 통합 어댑터(또는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제공하는 전략적 이점과 

프로비저닝, 확장성 및 관리 용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고려하면 Cisco UCS 서버는 까다로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여유 있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원시 기능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서버는 관리 비용과 우려를 줄이는 한편 고성능 결과를 제공하는 동급 최강의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Cisco UCS 서버는 까다로운 속성의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한 뛰어난 플랫폼이 됩니다. 

차세대 서버 하드웨어 

Cisco UCS C-Series 랙 서버(표 1)는 2RU(랙 장치 2개) 및 2소켓 폼 팩터로 시작하여 시스템에 최대 

2TB(테라바이트) RAM을 장착할 수 있는 서버를 포함하여 뛰어난 하드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수요가 높은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이 정도의 RAM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필요하던 4소켓 

및 8소켓 서버보다 더 작은 섀시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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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서버 섀시는 SFF(소형 폼 팩터)와 LFF(대형 폼 팩터) 내부 디스크, 포괄적인 전면 패널 진단 

및 계측, 예비 전원 공급 장치, USB와 비디오 포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통합 패브릭 어댑터 지원을 

비롯한 통합 네트워킹 연결 및 기능도 지원합니다. 

표 1.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기능 살펴보기 

 Cisco UCS  
C22 M3 

Cisco UCS  
C24 M3 

Cisco UCS 
C2220 M3 

Cisco UCS 
C240 M3 

Cisco UCS 
C260 M2 

Cisco UCS 
C420 M3 

Cisco UCS 
C460 M2 

멀티코어 
프로세서 

최대 2개 x Intel 
Xeon E5-24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E5-24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processor  
E5-26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processor  
E5-26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processor  
E7-2800 제품군 

최대 4개 x 
Intel Xeon 
processor  
E5-2600 제품군 

최대 4개 x 
Intel Xeon 
processor  
E7-4800 제품군 

폼 팩터 1RU 2RU 1RU 2RU 2RU 2RU 4RU 

최대 메모리 192GB 192GB 512GB 768GB 1TB 1.5TB 2TB 

내부 디스크 
드라이브 

최대 8개 최대 24개(SFF), 
12개 LFF 

최대 8개(SFF), 
4개(LFF) 

최대 24개(SFF), 
12개(LFF) 

최대 16개  최대 16개 최대 12개 

최대 내부 
디스크 

최대 8TB SFF: 24TB ; 
LFF: 36TB 

SFF: 8TB ; LFF: 
12TB 

SFF: 24TB ; 
LFF: 36TB 

SFF 16TB SFF 16TB SFF: 12TB 

통합 네트워킹 2 x 통합 Gb 
이더넷 LOM, 
10Gb 통합 
패브릭(선택 
사항) 

2 x 1 Gb LOM 
포트, 10Gbs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2 x 1 Gb LOM 
이더넷, 10Gb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4 x Gb LOM 
이더넷, 10Gb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2X GbE LOM 
포트, 2X 10GbE 
포트 

4 GbE LOM 
포트, 10Gbps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2X 기가비트 
이더넷 LOM 
(LAN-on-
motherboard) 
포트, 2X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PCIe를 통한 I/O PCIe Gen3  
슬롯 2개: 
x8 절반 높이 
절반 길이 2개;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PCIe Gen3  
슬롯 5개:  
x4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x8 절반 높이 
절반 길이 3개;  
x16 전체 높이 
1/3 길이 1개. 

PCIe Gen3  
슬롯 2개: 
x16 절반 높이 
절반 길이 1개;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PCIe Gen3  
슬롯 5개: 
x8 3개: 
Two 전체 높이 
절반 길이 2개;  
절반 높이 절반 
길이 1개;  
x16 1개: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전체 높이 1/3 
길이 1개.  

PCIe Gen2  
슬롯 6개: 
x8 낮은 프로필 
3개, 절반 길이;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슬롯 
2개; x4 낮은 
프로필, 절반 
길이 슬롯 1개. 

PCIe Gen3  
슬롯 4개: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2개, 
라이저 카드의 
수평 슬롯;  
x8 절반 높이 
절반 길이 2개, 
마더보드의 
슬롯. 

PCIe Gen2  
슬롯 10개:  
선택 사항인 LSI 
MegaRAID 
컨트롤러를 통한 
RAID 지원을 
구성하기 위해 
11번째 슬롯 
사용 가능. 

1. RAID 0, 1, 5, 6은 있지만 RAID 10, 50, 60은 없는 4개 디스크 C200 M2에 대해 사용할 수 없음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는 또한 네트워킹 기능 향상, 온보드 고성능 SSD 구축, 

EMC, Emulex, QLogic, Broadcom을 비롯한 광범위한 OEM 및 공급업체에서 선보이는 스토리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폭넓은 상호운용성 및 제어 등 광범위한 I/O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PCIe 확장 

슬롯을 통해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Cisco UCS C-Series 서버는 Intel® Xeon® E5-2400 및 E5-2600 제품군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Intel® Xeon® 

E7-2800 및 E7-4800 시리즈 프로세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버는 소켓당 6, 8 및 10개 코어를 

제공하며 최대 3.3GHz의 속도로 실행됩니다. 

최대 4개의 하이엔드 프로세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기능은 확장이 필요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 상당한 컴퓨팅 기능을 전달하며, 각각 최대 10개 코어를 장착할 수 있는 다중 소켓은 NUMA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조직에 가상화되지 않은 워크로드 통합 형태로 물리적 서버에서 서로 다른 여러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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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물리적 메모리 

표 1에 나와 있듯이, Cisco UCS C-Series 서버 제품군의 제품은 특허를 받은 Cisco® 확장 메모리 기술을 

사용해 최대 2TB RAM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 제품군의 하이엔드 

제품은 최대 1.5TB RAM을 지원합니다. Cisco Extended Memory 기술과 함께, 특허를 받은 ASIC를 

사용하면 Cisco UCS 서버에서 기타 업계 선두 플랫폼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RAM의 두 배를 

수용할 수 있으며, 2소켓 서버도 16GB DIMM을 사용해 최대 1024GB RAM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켓이 2개 또는 4개인 다양한 Cisco UCS 서버 섀시에서 최대 384, 512, 768, 1024GB, 1.5TB 또는 

2.0TB RAM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필요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메모리를 보충하여 

호스트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 덕분에 조직은 잠재적 용량을 유지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대로 메모리 요구 사항을 점진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유한 NUMA 

노드에서 여러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워크로드 분리를 구현하는 조직의 경우 

대량의 RAM을 처리하는 기능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수용하는 데 물리적 메모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DBA와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에 최대 2TB RAM을 장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흥미를 갖습니다. 또한 Cisco Extended 

Memory 기술은 Cisco UCS 서버 플랫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을 확장할 뿐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대기 시간을 단축(최대 27퍼센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원시 주소 

공간 외에 전반적인 성능도 개선됩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디스크 

스토리지 용량 및 성능은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의 필수 고려 사항이지만, 하드웨어에 충분한 

용량이 있다면 현명한 IT 전문가는 스토리지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여 자본 지출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isco UCS 플랫폼은 온보드 스토리지 용량 및 오프 서버 연결의 형태에서 모두 뛰어난 성장 

옵션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보드 스토리지의 경우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는 장치상 밀도를 높이기 위해 

2.5인치 SFF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는 일반적으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클러스터에 호스트됨)를 위한 중복 액세스 가능한 오프 장치(off-device) 스토리지가 

필요하지만, 장치에서 상당한 스토리지 공간(SSD 포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일부 워크로드를 

처리할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SAN 및 기타 오프 장치 스토리지 기능에 크게 의존하는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해,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는 고도로 최적화된 Cisco 통합 패브릭과의 상호작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PCIe 확장 슬롯(선택적인 스토리지 컨트롤러 액세스용)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LAN 및 SAN 트래픽을 결합하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절감과 

함께 대규모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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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네트워크 I/O 

Cisco UCS 서버는 TCP 오프로드 엔진, 점보 프레임, 기타 업계 표준 네트워킹 고급 기능에 대한 지원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킹 구성 요소 및 기능과 함께 제공됩니다. Cisco UCS에 내재된 응집력 덕분에 Cisco 

UCS 서버는 또한 가상화된 워크로드와 관련된 시나리오에서 물리적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패킷의 내용을 가상화된 워크로드의 메모리에 직접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성능 이점 및 개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할 경우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몇 부정적인 성능 특성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서버는 또한 물리적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에 대해 최고 수준의 

I/O 성능을 제공하는 Cisco Unified Fabric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Cisco Data Center VM-FEX(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 기술 사용을 통해 가상화된 Microsoft SQL Server에서 처리량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 패브릭 이점이 직접 가상 머신으로 투명하게 확장됩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 

Cisco UCS 서버 플랫폼의 핵심적인 이점은 Cisco Unified Fabric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케이블 집합을 통해 SAN 및 LAN 트래픽을 투명하게 통합하는 이 고성능의 가상화 인식 네트워크 

패브릭은 인프라 및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TCO(총 소유 비용)를 최대 45퍼센트 줄이는 동시에 대용량 

I/O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를 실행하는 기업은 Cisco Unified Fabric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0Gbps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로 구성된 업계 최초이자 최대의 완전히 

상호운용 가능한 포트폴리오에 액세스 

● 상당한 I/O 처리량을 요구하는 솔루션에 대해 전체적인 냉각, 랙, 전력 및 사용 공간 요구 사항을 줄이고 기존 

이더넷 인프라 사용 

● 크고 복잡한 워크로드에서도 대규모 확장성 보장 

● 간소화된 프로비저닝(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 머신)과 고급 모니터링 및 가동 시간 관리를 위해 Cisco 

DCNM(Data Center Network Manager)과 투명하게 통합 

● 재해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리던던시와 동기화를 수용하기 위한 관리 

비용과 오버헤드를 줄이는 한편, Microsoft SQL Server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요구 사항을 위해 여러 

사이트와 위치 연결 

 

표 1에 나와 있듯이, 보급형 Cisco UCS C-Series 서버는 2 x 10Gbps 통합 어댑터의 형태로 Cisco 통합 

패브릭을 선택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Cisco UCS 서버는 다양한 PCIe 슬롯 조합을 통해 가장 까다로운 

Microsoft SQL Server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Cisco 통합 

패브릭의 비용 및 관리 용이성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 유연한 확장성 

Cisco UCS 플랫폼은 컴퓨팅 리소스 및 관리 용이성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여 관리 용이성을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지만, Cisco UCS 서버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유지합니다. 

유연성은 표 1에 나열된 PCIe 확장 슬롯을 통해 구현됩니다.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도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확장성은 개별 Cisco UCS 서버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능 및 최대 160개의 

개별 물리적 서버(및 수천 개의 가상 머신)를 응집력 있게 관리되는 단일 데이터 센터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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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및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Intel® Xeon® 프로세서 E5 및 E7 제품군으로 

지원됩니다. 

● 이 다양한 Intel
®
 Xeon

®
 E5 프로세서 제품군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을 이룹니다. 성능 및 

내장 기능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올바르게 조합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된 Intel
®
 Xeon

®
 E5 프로세서 제품군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Intel 통합 I/O는 I/O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데이터 병목을 제거하고 민첩성을 높입니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설계 자동화 시스템 및 

실시간 재무 거래 처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환경에서 Intel
®
 Xeon

®
 E5 프로세서 제품군을 

이용하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성능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운영을 능률화할 수 있습니다. 

● Intel
®
 Xeon

®
 E7 프로세서 제품군은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및 유지하는 미션 크리티컬 IT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UCS B440 M2, C460 M2 및 C260 M2 등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서버에는 확장성 개선 및 메모리와 I/O 용량 증가와 함께, 데이터 수요가 가장 많은 워크로드에 매우 적합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Intel
®
 Xeon

®
 E7 프로세서 제품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기업은 단기간의 비즈니스 수요 변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한편 장기간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안정성 및 보안 기능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고, 암호화된 트랜잭션이 

가속화되며,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증가합니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Intel
®
 Xeon

®
 

프로세서 E7 제품군은 업무상 중요한 솔루션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파트너십 및 상호운용성 

오늘날의 서버 플랫폼에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관리 용이성을 제공하는 기능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호스트하는 워크로드 및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최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Cisco는 Microsoft, VMware, EMC, NetApp을 비롯한 업계 선두 기업과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Microsoft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 Microsoft Hyper-V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가상화된 워크로드 및 관리 용이성 솔루션을 비롯하여, Cisco UCS 플랫폼의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한 모범 사례 지침 및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VMware와의 협업을 

통해 VMware vSphere 관리 호스트에서 해당 이점을 지원하며, 스토리지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최고 수준의 스토리지 용량 및 성능에 의존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미션 크리티컬 I/O 

작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합니다. 

Cisco UCS 플랫폼으로 Microsoft SQL Server 관리 비용 최적화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플랫폼은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구성 및 유연성 이상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플랫폼은 민첩한 IT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특별히 설계되었고 여러 가지 관리 

용이성 기능과 투명하게 통합되므로, IT 부서에서는 Cisco UCS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 관리 용이성에 

대해 전략적인 사전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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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및 가상화를 응집력 있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Cisco UCS 

 

 

Cisco UCS 플랫폼 관리 용이성 이점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의 주요 목표는 컴퓨팅, SAN, LAN, 가상화 및 관리 용이성 

리소스를 통합된 단일 플랫폼에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여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은 너무 많아 여기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IT 민첩성을 얻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계 모범 사례와 결합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 및 DBA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isco UCS Manager 

●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는 독립 실행형 구성에서 또는 응집력 있는 통합된 단일 

컴퓨팅 시스템의 일부로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UCS Manager는 민첩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비용을 줄이고 관리 확장성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의 유연한 관리 툴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물리적 서버 및 가상 서버가 있는 이기종 환경과 Cisco UCS 및 기타 서버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환경에서 최적의 관리 용이성이 보장됩니다. 

● 통합 관리에 대한 Cisco 접근 방식의 주요 고려 사항은 Cisco UCS Manager를 통해 최적의 관리가 가능한 

응집력 있는 단일 데이터 센터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지원하여 고객 투자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Cisco UCS Manager를 통해 컴퓨팅, SAN, LAN, 가상화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사항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응집력 있는 단일 인프라로 통합하여 시간, 에너지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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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서비스 프로필 

● Cisco UCS Manager는 정책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제공하는데, 이는 프로비저닝 작업을 능률화하고 CPU, 

메모리, I/O 어댑터 등 서버 구성 요소의 구성과 액세스를 간소화하여 구성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Cisco 서비스 프로필은 워크로드 처리에 필요한 확장성과 사용자 지정을 보장하는 한편 Microsoft SQL 

Server OLTP 및 OLAP 워크로드에 대한 프로비저닝 및 관리 요구 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Cisco Validated Designs 프로그램 

● 시스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수단으로서, Cisco 

UCS 서버 플랫폼은 Cisco Validated Designs 프로그램과 완전히 통합됩니다. Cisco는 OLTP와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OLAP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구성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광범위한 시스템 솔루션 및 참조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Management 및 확장성 

● Cisco UCS는 IT 민첩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 비용을 줄이는 인프라 개선 및 관리 툴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플랫폼의 또 다른 목표는 타사 또는 사용자 지정 관리 솔루션에서 이미 표준화된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통합 관리에 대한 Cisco의 접근 방식은, 원하는 대로 기존 관리 솔루션과 

통합하도록 지원하는 표준 기반 API 및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해 기존 타사 솔루션과의 상호작용 및 사용자 

정의된 관리 솔루션의 개발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솔루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Microsoft SQL Server는 까다롭습니다.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는 가장 

까다로운 Microsoft SQL Server 과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용량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는 기업이 IT 민첩성 및 전반적인 관리 용이성을 유지하면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 및 관리 이점을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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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업계 인지도 및 벤치마크 

Best of TechEd 2012 – Breakthrough Technology Award(혁신 기술상): Cisco UCS 서버 

및 UCS Manager. Windows IT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 서버에서 모든 수준의 하드웨어, BIOS 및 구성 설정에 대해 완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심지어 원격에서도 신속하고 구축, 복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PowerShell 또는 System Center Orchestrator를 통해서도 Cisco UCS 

서버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TPC, SPEC 및 VMmark 결과로 구성된 Cisco UCS 벤치마크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cisco.com/en/US/prod/ps10265/industry_benchmarks.html#~industry_benchmarks. 

Intel® Xeon® 프로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l.com/Xeon을 참조하십시오. 

Cisco UCS 플랫폼의 이점을 증명하는 여러 관련 벤치마크 및 매우 기술적인 데이터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principledtechnologies.com/clients/reports/Cisco/Cisco.htm 

관련 하드웨어 리소스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서비스 프로필 이해.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의 

아키텍처와 이점 및 Cisco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ps10265/ps10281/white_paper_c11-590518.html 

Cisco Data Center VM-FEX(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 VM-FEX 기능의 설명서, 이점 및 개요.  

http://www.cisco.com/en/US/netsol/ns1124/index.html 

관련 관리 및 Microsoft SQL Server 구성 리소스 

Cisco 데이터 센터 솔루션: Cisco 플랫폼에서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을 최적의 상태로 호스트 및 관리. 

다음은 여러 사례 연구에 대한 지원 참조와 함께 전반적인 성능, 관리 용이성, 비용 혜택과 관련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의 이점에 대한 개요와 세부 정보를 설명하는 백서입니다: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0/ns517/ns224/ns955/ns963/brochure_c02_676057.pdf 

추가 정보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한 Cisco UCS 서버 및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microsoft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CS 서버 빌드 및 가격 웹 사이트: 

http://buildprice.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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