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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Cisco 통합 데이터센터
Microsoft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제공

 
  

 

개요 

많은 IT 부서들은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고,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며 중요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Cisco과 Microsoft는 공동 협력하여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혁신적인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Cisco® 통합 데이터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Cisco® 통합 데이터센터와 그 기초가 되는 네트워킹, 컴퓨팅 및 관리 구성요소는 단일 패브릭 데이터센터 인프라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걸친 배치, 통합 및 관리를 자동화 및 단순화합니다. 이로써 고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변화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 

● 복잡성을 해소하면서 데이터센터 확장 

●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System Center 2012, SQL Server 2012, Exchange 2010에 대한 투자 가치 
최대화 

●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새로운 서버의 원활한 배치

● 가상 컴퓨팅 및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빠르게 전환 

●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IT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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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과제 

성공적인 IT 부서는 IT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제공 능력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의 역동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 

◦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배포 지원 

◦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지원 제공 

◦ 서비스 기반의 IT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뢰성 있는 조언자로 자리매김 

◦ 운영을 중단시키는 하드웨어의 재배치와 네트워크 재구성 방지 

● 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 시스템의 최적 관리 

◦ 물리적 및 가상 환경, 랙(rack)과 블레이드(blade)의 폼팩터(form factor), 공공 및 개인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제공 및 관리 

◦ 복수의 벤더 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통합 

◦ 가상화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 

◦ 중요한 데이터 보호 

● 비용 증가 억제 

◦ 정상적 운영과 최대 부하 시에도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데이터센터 설계 

◦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최적화 

◦ 한층 예측이 가능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과 비용, 보다 일관된 IT 서비스 제공 

◦ 데이터센터의 전력, 냉각, 공간 감소 

비즈니스 이점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요구를 지원하는 뛰어난 성능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버,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계층에서 자동화 환경을 구현하여 운영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인프라, 가상 인프라, 랙 서버, 블레이드 서버, 공공/개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와 같은 Cisco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함께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민첩성 : 고성능 및 높은 가용성의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ITaaS(IT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한층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통합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ITaaS 모델로 전환하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용량을 제공합니다. 

◦ Cisco가 사전 제작하고 Cisco 서비스가 지원하는 다양한 Microsoft 중심의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빠른 배치가 
가능하고, 가치 실현 기간이 단축됩니다. 

◦ 개별 서버와 수천 대의 가상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능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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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성 : 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 시스템 관리를 단순화하여 운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지원하며,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self-service provisioning)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자를 통한 다양한 클라우드를 쉽게 관리하게 해줍니다.

◦ 적시 프로비저닝,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가상 환경, 물리적 환경 모두에 이동성을 지원, 비즈니스 민첩성과 IT 
담당자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 가상 환경, 물리적 환경, 개인/공공 클라우드에 관계 없이 다수의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및 호스팅 서비스 공급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간편하게 관리합니다. 

◦ Cisco의 방대한 파트너 지원과 업계 공개 표준을 도입한 솔루션을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요건 모두를 쉽게 
지원합니다. 

● 효율성 : 전력, 냉각, 배선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현재의 인프라와 관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여 운용 비용을 절감합니다. 

◦ IT 관리를 줄이고, 경쟁 제품보다 하드웨어 및 전력이 적게 요구되는 단일 통합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IT 민첩성을 강화합니다. 

◦ 단순한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관리와 운영 효율을 높임으로써 비즈니스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에 중점을 둡니다. 

◦ 플랫폼, 사이트 및 조직 수준에서 TCO(총 소유 비용)을 절감합니다. 

◦ 16 GB DIMM을 이용, 기존 서버가 지원하는 메모리의 두 배 이상인 최대 1 TB 용량의 RAM을 제공하여 메모리 
집중적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솔루션 

Cisco와 Microsoft는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스토리지, 가상화 및 관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관리 및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Cisco UCS 컴퓨팅 인프라에 기반을 둡니다. Cisco UCS는 
다음을 포함하여 Microsoft 애플리케이션과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지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Windows Server 2008 R2 (Hyper-V 포함) 

● Windows Server 2012 (Hyper-V 포함) 

●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 Microsoft Exchange Server 

● Microsoft SharePoint Server 

● Microsoft SQL Server 2012(온라인 업무 처리, 데이터웨어 하우징 및 비즈니스 지능 솔루션 포함) 

● Microsoft 개인 클라우드 솔루션(서버 및 가상 데스크탑 이니셔티브 포함) 

Cisco UCS는 데이터센터 설계에서 우수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베어 메탈(bare metal), 가상화, 개인/공공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 블레이드 및 랙 서버 간의 관리 장벽을 제거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통합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활용하고, 수익 흐름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IT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상화를 염두에 둔 설계 

Cisco UCS 플랫폼은 범용적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을 특징으로, 가상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Hyper-V 포함)와 VMware,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환경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가상 네트워킹 제품은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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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Nexus® 1000V 시리즈 스위치 제품 포트폴리오 

● Cisco UCS에 포함된 Data Center Virtual VM-FEX(Machine Fabric Extender) 

네트워크 운영자는 Cisco Nexus 1000V 시리즈를 통해서도 동일한 Cisco NX-OS 소프트웨어의 command line 
인터페이스(CLI)와 다양한 기능, 고급 스위칭 및 보안 기능,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에 필요한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Data Center VM-FEX는 가상 및 물리적 네트워킹을 하나의 인프라로 융합시킵니다. Cisco Data Center VM-FEX를 
통해 네트워크 운영자는 통합된 인프라 내에서 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베어 메탈 네트워크 트래픽을 프로비저닝, 
구성, 관리, 모니터링 및 진단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개인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응 
Cisco와 Microsoft는 기업이 Microsoft 개인 클라우드 솔루션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yper-V를 포함한 
Windows Server 2012 최신 버전은 완벽한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확장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Hyper-V를 포함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및 
Hyper-V를 포함한 Windows Server 2012에 대한 Cisco 지원과 Microsoft System Center 2012와의 통합으로 개인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단순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와 Microsoft 개인 클라우드 솔루션이 결합된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성능이 개선되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진단 수준이 향상됩니다. IT 운영자는 다수의 운영 
체제를 실행 및 모니터링하고,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며, SLA 지원을 개선하고, 다수의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서버 솔루션을 지원하는 Cisco 검증 설계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Cisco 고객이 데이터센터에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Cisco는 Micro-
soft Exchange Server, SQL Server 및 SharePoint Server 등 점차 확대되는 Microsoft 기술에 대한 설계와 지원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검증한 후 제공합니다. Cisco 검증 설계의 전체 목록은 
http://www.cisco.com/en/US/netsol/ns743/networking_solutions_program_home.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개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지원하는 Cisco 검증 설계 
Cisco는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을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Cisco 검증 설계도 제공합니다. Cisco와 Cisco 파트너인 
EMC(Microsoft Hyper-V용 EMC VSPEX), NetApp(Microsoft 개인 클라우드용 FlexPod)이 제공하는 검증된 설계는 사전 
테스트를 거친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에서 공유 인프라와 Microsoft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검증 
설계는 네트워킹,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공유된 인프라에서 결합시키고, 다수의 Microsoft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이 설계는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기간을 수 일에서 수 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 물리적 및 가상의 자원 
풀(pool)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고안되었고, Microsoft 개인 클라우드 Fast Track 프로그램의 일부로 Microsoft가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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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 투 엔드(End-to-End) 관리 도구 
Cisco UCS의 관리 도구는 Microsoft System Center 2012의 기능을 
확장시킵니다. Microsoft System Center 2012는 서버 인프라와 클라이언트 
장치를 포함하여 IT 환경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관리 플랫폼입니다. IT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모든 계층을 
단순하고 완벽하며 빠르게 관리하기 위한 공통된 툴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Cisco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 Cisco UCS 관리를 자동화하고 Microsoft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기 
위한 Microsoft Windows PowerShell 기반의 Cisco UCS Power-
Tool Command line 툴키트 

● Cisco UCS Manager와 Microsoft System Center의 통합 및 타사 
관리 도구와의 확장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Cisco 서비스 지원 
Cisc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Cisco UCS에서 Microsoft 애플리케이션 
제품을 예산 내에서 적시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서비스는 
고객이 가상화된 데이터센터와 개인 또는 공공 클라우드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Cisco 고급 서비스 또는 Cisco의 여러 채널 파트너 
중 하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글로벌 기술 지원 
서비스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솔루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통합 데이터센터 
공동 솔루션의 핵심에는 Cisco 통합 데이터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는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보안 및 관리 
자원들이 하나의 패브릭 아키텍처에 결합되어 있어, Microsoft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합니다. Cisco 통합 데이터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Cisco 통합 패브릭 : Cisco 네트워크 스위치와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이를 통해 고속 연결, 높은 가용성, 보안 및 
우수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Cisco 통합 컴퓨팅 : 랙, 블레이드 서버, 액세스 네트워킹,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관리를 확장 가능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시스템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 Cisco 통합 관리 : 네트워크, 컴퓨팅 계층 및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계층에서 배치와 운영을 관리하고 
단순화하는 자동화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Cisco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방적 설계는 Microsoft 
애플리케이션과 잘 통합하고, Microsoft 관리 도구의 기능을 확장시키므로, 조직은 베어 메탈 환경과 운영 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까지 데이터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 스냅샷 :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 
솔루션 

● Cisco Nexus 5000 및 7000 시리즈 
스위치 

● Cisco 서비스 
● Cisco 통합 컴퓨팅 시스템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에서는 System 
Center, Virtual Machine Manager 및 기타 
Microsoft 제품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단 4명의 직원이 전체 데이터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Systems Center 호환 콘솔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코 솔루션의 놀라운 
능력은 솔루션 도입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 선임 이사, 
David Hayes 

“전체 전환 작업에 하루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영을 상당 부분 
중단시키면서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 동적 
데이터센터 컨설턴트, Gary Leonard 

“완벽한 관리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 서버 배포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에서 한 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 동적 
데이터센터 컨설턴트, Gary Leonard 

“이전 서버는 2 RU에서 128 GB RAM으로 약 
35개의 가상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가상 
시스템당 전력 소모량은 2.5와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UCS 블레이드는 절반 RU
에서 196 GB RAM을 사용하여 약 50개의 
가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가상 시스템당 
전력 소모량은 0.85와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 동적 
데이터센터 컨설턴트, Gary Leo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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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하고 단순하며 경제적인 데이터센터 실현 
Cisco와 Microsoft는 공동으로 조직의 민첩성을 개선하고, 복잡성을 줄이며, 비용을 절감하면서 추가적인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현을 지원합니다. 

동적인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는 빠른 대응과 확장성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는 Microsoft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을 유발시키지 않고 확장성과 관리의 편의성으로 대체 플랫폼을 크게 

앞서갑니다. 업계 최초의 통합 데이터센터 플랫폼인 Cisco UCS는 물리적, 

가상/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배포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는 지능적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프로비저닝 및 구성 자동화 
Cisco UCS 는 서버와 I/O 자원의 특성, 구성 및 연결을 개별화하여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물리적 인프라를 자원 풀(pool)로 

변환하고, 리소스를 수 분만에 필요한 모든 워크로드로 지원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는 모델을 시스템 자원과 연관시켜 서버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이러한 통합 모델 기반의 관리 방식을 통해 운영자는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서버를 자동으로 배포합니다. 또한, Cisco UCS Manager의 Cisco 서비스 프로파일은 시스템 

배포와 확장 속도를 높이면서 운영 중단을 일으킬 수 있는 구성 오류를 없앱니다. 

관리의 편의성은 그대로 

Cisco UCS의 고유한 Cisco 통합 패브릭은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I/O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능과 함께 

일관된 네트워크 패브릭을 제공합니다. Cisco 패브릭 확장 기술은 패브릭을 서버와 가상 시스템으로 직접 확장시켜 성능과 

보안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Cisco UCS는 블레이드 섀시나 사전에 구성된 랙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Cisco 블레이드 및 랙 서버를 사용하여 IT 부서는 관리의 편의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대 160개의 

개별 서버와 수천 개의 가상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 시스템의 관리 복잡성 해소 

Cisco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킹 제품은 기본 Microsoft Hyper-V 하이퍼바이저와 기타 주요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합니다. 

이들 제품은 Cisco UCS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에서 보다 잘 확장되는 Microsoft Windows Server 및 기타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자본 비용 관리—실제로 Cisco UCS는 인프라 자본 비용을 60 ~ 90퍼센트 줄이는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베를린 기술대학에서는 Cisco UCS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 서버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 관리 단순화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관리 자원 통합 

● 기존의 도구와 스킬 세트 사용 

고객 스냅샷 : 
Erste Bank Serbia 
솔루션 

●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 
● Cisco 통합 컴퓨팅 시스템 
● Cisco UCS C-시리즈 랙 서버 

Microsoft 소프트웨어 

● Microsoft Exchange Server 
● Microsoft SQL Server 

“Cisco UC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전력, 
냉각, 공간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루션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10개월 내에 투자 수익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T 운영 책임자, Zoran Savi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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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및 가상화 
Microsoft Exchange Server, SharePoint Server 및 SQL Server 등의 

일반적인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은 통합 및 가상화가 가장 많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운영자는 Hyper-V를 포함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또는, Hyper-V를 포함한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및 Cisco의 

고대역폭, 저지연, 가상화 인식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과 함께 Cisco UCS를 

사용하여 가상화의 배포, 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Microsoft Hyper-V 배포에 Cisco 가상 네트워킹 기술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SMicrosoft Hyper-V 관리 도구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한 운영 단순화 

● 물리적 및 가상 네트워크 모두에 필요한 일관된 운영 모델 

관리 및 운영 단순화 

Cisco UCS 및 Cisco UCS Manager는 서버 운영자의 관리 작업을 

단순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파트너 솔루션센터는 Cisco UCS를 

배포하여 프로비저닝을 완벽하게 자동화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호스트 서버를 위한 배포 시간을 하루에서 한 시간 이내로 

줄였습니다. 

Cisco 통합 패브릭 기술과의 통합으로 Cisco UCS Manager는 단일 

도메인에서 블레이드 및 랙 서버에 대한 관리를 통합합니다. 이는 업계 

최초의 기능으로, 서버 연결 비용 감소와 자원의 유연성으로 IT 운영자는 

어려움 없이 데이터센터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를 Microsoft System Center와 결합시키면 프로비저닝이 

자동화되고, 소프트웨어를 넘어 인프라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배포, 네트워크 최적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물리적, 

가상적 및 클라우드 환경 관리를 능률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기존 

툴세트와 스킬을 확장하고, 프로세스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며, 보안을 

강화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리소스 소비와 비용을 줄이면서 고성능 인프라 구축 

Microsoft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조직은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를 통해 뛰어난 성능의 솔루션을 확보하면서 지원 

인프라 및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어댑터와 블레이드 서버 스위치의 수와 배선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Cisco 통합 패브릭이 모든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트래픽을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상위 

패브릭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래픽을 중앙에서 처리 및 관리할 수 있어 성능이 개선되고, 전력공급 

및 냉각, 보안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장치의 수도 줄어듭니다. 마케팅 홍보 제공사인 영 아메리카(Young America)는 여러 

자원들을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 Cisco UCS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41개의 랙을 5개로 줄이고, 냉각 

장치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고객 스냅샷 : 
Young America 
솔루션 

● Cisco MDS 9148 다중 계층 패브릭 
스위치 

●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 
● Cisco UCS B200 및 B230 M2 
● Cisco UCS 5108 블레이드 서버 섀시 
● Cisco UCS 6120 패브릭 상호 연결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기술

● Microsoft SharePoint Server 
● Microsoft SQL Server 2008 R2 
● Microsoft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 Microsoft 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 
● Microsoft System Center Service 

Center Manager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확보를 위한 기회의 문을 
넓혔습니다. 고객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웹 페이지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업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특히 
성능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oung America 네트워크 서비스 및 개발 
인프라 이사, Ted Bienapfl 

“Young America에 처음 들어왔을 때 41개의 
랙과 관련 장치가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산실은 무더웠고 전력도 
모자랐습니다. 이제 곧 5개의 랙에서 모든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냉각 
장치를 끄고, UPS 시스템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이사 Ted Bienap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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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 Cisco는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Cisco 서버 제품 라인에는 Intel Xeon 프로세서 E5-2400 

시리즈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최신 Intel Xeon 프로세서 E5-2600 제품군 기반의 블레이드 

하나와 랙 서버 2개, 그리고 새로운 Intel Xeon 프로세서 E5-4600 제품군 

기반의 전체 폭 블레이드 하나로 Cisco UCS 포트폴리오를 확대했습니다. 이 

서버 라인업은 개선된 성능과 유연성, 효율성으로 워크로드 전달을 개선하여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를 지원합니다. 코어, 캐시, 메모리 용량 및 내부 

스토리지가 더욱 많아지고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이동시키는 더욱 빨라진 

통신 경로를 특징으로 하는 Intel Xeon 프로세서 E5-4600, E5-2600 및 

E5-2400 시리즈 탑재 Cisco UCS는 업계 최고의 성능, 전력 효율성, 기능 

및 비용을 실현합니다. 

● Cisco UCS B200 M3 블레이드 서버: 하프 사이즈 블레이드 폼 

팩터(foam factor)에서 뛰어난 성능, 다용도성 및 높은 밀도를 

제공하는 기업용 Cisco UCS B200 M3은 24 DIMM 슬롯과 최대 80

기가비트의 I/O 대역폭을 통해 균형적인 업계 최고의 밀도를 

실현합니다. 밀도, 성능 및 대역폭의 증가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C220 M3 랙 서버: Cisco UCS C220 M3은 웹 

서비스에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성능과 밀도로 설계된 단일 랙 

유닛(1RU) 서버입니다. 

●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Cisco UCS C240 M3은 빅 데이터에서 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토리지 

집약적 인프라 워크로드에서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2 랙 유닛(2RU) 서버입니다. 

● Cisco UCS B22 M3 블레이드 서버: Cisco UCS B22 M3은 IT 인프라에서 Web 2.0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을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으로 제공합니다. 

● Cisco UCS B420 블레이드 서버: Cisco UCS B420 M3은 대규모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전사적 자원 

관리(ERP), 고객 관계 관리(CRM) 작업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이르는 광범위한 워크로드 지원에 필요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Cisco UCS C24 M3 랙 서버: Cisco UCS C24 M3은 IT 및 웹 인프라에서 빅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토리지 집약적 인프라 워크로드에서 뛰어난 경제성과 내부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2RU, 2-소켓 랙 

서버입니다. 

● Cisco UCS C22 M3 랙 서버: Cisco UCS C22 M3은 IT 및 웹 인프라에서 분산 애플리케이션까지 광범위한 수직 

확장 워크로드에 걸쳐 뛰어난 경제성, 그리고 밀도가 최적화된 기능을 결합시킨 1RU, 2-소켓 랙 서버 설계입니다. 

고객 스냅샷 : 
Elon University
솔루션 

● Cisco Nexus 1000V 시리즈 스위치 
● Cisco 서비스 
● Cisco 통합 컴퓨팅 시스템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기술

● Microsoft Active Directory 
● Microsoft Exchange Server 
● Microsoft SQL Server 
●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 Microsoft Windows 클러스터링, 파일 

스토리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 

“저희 데이터센터에서는 허용된 최대 전력 
사용량과 냉각 용량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서버 수가 3배로 
증가했는데도 이전의 공간 1/4 정도만 
사용합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도 
크게 줄어 친환경에 기여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개선되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한계 내에서 
용량을 쉽게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lon University 시스템 운영자, 
Jerry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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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최적화된 플랫폼 사용 

Cisco UCS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래,1 70가지의 업계 벤치마킹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Cisco UCS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가속화하는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빠른 자동 구성 모델을 통해 성능의 예측 가능성을 

실현하고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입니다. 

효율성 개선 

Cisco 통합 데이터센터는 공간을 절약하고 전력과 냉각 비용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Cisco UCS 인프라는 

타사 데이터센터 플랫폼과 비교하여 필요 공간을 37퍼센트 감소하고, 랙 유닛당 지원하는 서버 수는 60퍼센트 증가하여 

33퍼센트의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합니다. 또한 운영 비용을 최대 35퍼센트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다음은 Cisco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배포하여 거두고 있는 전력 효율과 운영 비용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National FFA Organization은 Cisco UCS 및 Cisco Nexus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40퍼센트 

줄였습니다. 

● Slumberland는 단 두 명의 시스템 운영자만으로 120개의 Cisco UCS 서버를 관리합니다. 이전에 시스템 운영자는 

물리적 서버의 프로비저닝과 관리에 주당 16시간을 소모했습니다. Cisco UCS와 Hyper-V를 포함한 Windows 

Server 2008 R2를 통해 운영자는 관리 작업에서 주당 10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일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B200 M2 및 B230 M2와 Cisco UCS를 선택함으로써 National FFA Organization은 전체 서버 랙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자는 물리적 서버를 관리하는 시간을 80퍼센트나 줄였습니다. 

메모리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 

가상화는 필요한 서버 메모리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이 같은 요구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충족시키고 Microsoft 

워크로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Cisco는 특허를 획득한 Cisco 확장 메모리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Cisco UCS 

B-시리즈 블레이드 서버와 C-시리즈 랙 서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서버당 1~2 TB의 RAM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2-소켓 서버 지원보다 두 배 많아진 RAM 용량입니다. 32-GB DIMM 대신 저렴한 16-GB DIMM을 사용할 수 있어 32-GB 

DIMM으로 1 TB의 RAM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이용하여 Cisco UCS 서버를 구성할 때 비즈니스 및 예산에서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DIMM 슬롯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고객이 대용량 메모리 DIMM에 추가 비용 

없이 더 많은 메모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이 빠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지원 

Cisco 고객은 빠른 메모리 액세스 속도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 기술은 높은 

메모리 밀도에서 최대 27퍼센트 더 빠른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제공합니다.3 빠른 액세스는 대용량 메모리와 대기 시간이 

적어야 하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와 가상화 워크로드에는 필수입니다.

                                                               

1 http://newsroom.cisco.com/press-release-content?type=webcontent&articleId=680777
2 비즈니스 이점 제공: Cisco 통합 컴퓨팅 시스템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0/ns517/ns224/ns944/business_delivered_cisco_ucs.pdf
3 Cisco UCS: 실제 TCO 분석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0/ns517/ns224/ns944/cisco_ucs_areal_world_tco_analysi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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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ROI 실현 
많은 Cisco 고객들이 Cisco UCS 아키텍처로부터 상당한 ROI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lumberland 인프라 팀은 28개의 논리 

서버를 프로비저닝하면서 이전 서버 아키텍처에서 지출했을 비용에서 거의 

4만 7,000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후 8개의 서버 블레이드를 

모두 사용한다면 절감 규모는 거의 18만 8,000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배포하는 각 논리 서버에서 1,600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제품에 Cisc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Cisco는 컴퓨팅, 네트워킹, 가상화 및 소프트웨어의 교차점이 새로운 혁신의 

시대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Microsoft와 Cisco의 제휴를 통해 

운영체제, 기본 하이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 및 관리 스택을 관리 및 확장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통합함으로써 통합 패브릭, Cisco UCS 및 통합 관리를 

포함한 Cisco 통합 데이터센터의 가치를 확장합니다. Microsoft와 Cisco는 

가치 실현과 ROI 기간을 단축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공동으로 제공합니다. 

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판매업체 및 글로벌 시스템 통합업체를 포함한 Cisco

의 파트너 지원 환경은 Microsoft 파트너와 Cisco 파트너 및 고객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Cisco 또는 Microsoft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www.cisco.com/go/microsof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est of Tech Ed 
Cisco UCS B250 M2 확장 메모리 블레이드 
서버는 2011년 하드웨어 및 스토리지 
부문에서 Best of Tech•Ed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Cisco UCS Manager는 2012년 6월 14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Best of Tech Ed 
2012 어워드 프로그램에서 Microsoft Tech 
Ed 2012 Breakthrough Technology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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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ystems, Inc.
San Jose, CA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사
Cisco Systems (USA) P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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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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