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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는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며 
유연하고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수년간 UNIX 운영 체제를 실행 하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에서 상용 엔진이 구동됐습니다. 당시에는 RISC/UNIX가 많은 
IT 부서에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업계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RISC/UNIX 시스템의 
비교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Cisco UCS™)을 사용하면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간소화하고, 베어 메탈 
가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 중인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가속화하는 혁신적인 아키텍처 이점을 통해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RISC/UNIX 아키텍처의 한계 도달

IT 부서는 기존 RISC/UNIX 아키텍처와 관련하여 수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IT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시대에 RISC/UNIX 시스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배포하려면 구입, 환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된 RISC/UNIX 인프라는 현재의 전략적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성능 및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RISC/UNIX 판매업체 및 시스템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결합됩니다. 마감일 
미준수, 계획된 로드맵의 변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플랫폼의 장기적인 생존력에 대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전략적 생존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 효율성
RISC/UNIX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이 IT 비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균적으로 
플랫폼의 총 구입 비용은 x86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보다 65% 더 높습니다. 또한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높고 코어당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RISC/UNIX 시스템의 주요 
단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및 데이터 센터 공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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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및 시스템 유지 비용은 수익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ISC/UNIX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점점 
감소하여 교육 비용이 상승합니다. 현상 유지 또는 축소되는 IT 
예산으로 RISC/UNIX 아키텍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성능 및 유연성 요구 사항 충족 불가
성공한 기업이 처리해야할 데이터량은 늘어가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추가적인 성능 
용량에 대한 요구가 더 빈번해 지고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노후된 독점 RISC/UNIX 인프라로는 
신속하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성능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성능 향상을 위한 확장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동하는 이 시점에 일반적인 표준 플랫폼과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많은 조직에서 RISC/UNIX 시스템의 설치 기반을 대체하거나 
갱신하여 고성능 플랫폼으로 전체 업그레이드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ISC/UNIX 플랫폼이 
이전에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었지만, 현재의 RISC/UNIX 서버는 적합한 옵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x86 아키텍처 서버와 Linux 운영 체제를 
결합하여 RISC/UNIX 시스템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우수한 
성능 및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시장이 
축소되어 RISC/UNIX 판매는 이제 제공된 전체 시스템의 2%에 
불과합니다. 프로세서 로드맵이 변경되어 새로운 상위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SPARC 프로세서 출시일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HP는 PA-RISC 프로세서를 더 이상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Oracle이 Sun Microsystems
를 인수하면서 SPARC 고객은 Oracle이 중점을 두는 장치로 
인해 공급업체 고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RISC/UNIX 아키텍처를 대체할 
최적기입니다. 현재의 RISC/UNIX 구현과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안정성과 성능을 제공하여 산업 표준 x86 아키텍처 하드웨어의 
향상된 경제성을 활용하도록 많은 상용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구조 조정했습니다. IDC의 World Wide Server 
Tracker 2Q2011 보고에 따르면 x86 아키텍처 서버는 볼륨 
기준으로 전체 프로세스 시장의 97%를 차지합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
Intel® Xeon® 프로세서가 판매된 x86 아키텍처 
시스템의 80%로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성장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또는 "Intel 경제학"이 실현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기술 
혁신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서버용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보다 먼저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서버에 대한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ntel의 경제성
Intel Xeon 프로세서에서 제공되는 추가 처리 용량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가상화를 수용하여 모든 서버에서 
모든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Intel 경제학"의 효과가 더욱 가속화되어 전체 서버 리소스 
비용이 감소하고 베어 메탈 서버에서 가상화된 서버로의 
마이그레이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풍부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조직에서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라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사적 자원 계획(ERP), 고객 관계 
관리(CRM),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OTP)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선도적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이미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서버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중요한 결정
마이그레이션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결정입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서버로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지만 x86 아키텍처 서버와 조직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완벽한 시스템 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은 현재와 미래의 미션 
크리티컬 비즈니스 컴퓨팅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진정한 통합 
시스템인 Cisco UCS는 베어 메탈 가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포를 지원하여 
기존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 향상된 유연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를 통한 가치 향상

IT 부서에서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민첩성과 유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한 
IT 부서에서는 Cisco UCS에 내장된 미션 크리티컬 컴퓨팅 
환경이 대부분의 데이터 집약적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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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확장성, 성능, 고급 안정성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IT 부서는 새로운 
요청을 자신 있게 수락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지금이 바로 RISC/UNIX 플랫폼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실행 중인 Intel Xeon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고성능 Cisco UCS로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에 착수할 최적기입니다.

Cisco: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파트너
Cisco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는 Cisco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한 현안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Cisco® RISC/UNIX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검증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RISC 기반 UNIX 환경을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실행하는 Cisco UCS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 최고의 마이그레이션 방법, 심층 분석 툴, 
강력한 계획 프로세스, 디자인 및 구현 서비스를 통해 Cisco
는 포괄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마이그레이션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RISC/UNIX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적절한 계획과 
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요구됩니다. Cisco RISC/UNIX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는 마이그레이션할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와 중요도에 따라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Oracle, SAP를 비롯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벤더는 물론이고 상용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경험이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제공 파트너와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Cisco RISC/UNIX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Cisco RISC/UNIX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검증된 
업계 최고의 방법과 사례를 활용하여 RISC 프로세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수상 경력에 빛나는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전체 서비스를 연계하여 
ROI(투자 수익) 및 TCO(총 소유 비용) 절감을 확인하고,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고객의 기준과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그림 1). 고객 
지원을 통해 구축된 풍부한 경험을 통해 Cisco 고급 서비스 
컨설턴트는 고객이 Cisco UCS의 주요 아키텍처 혁신을 
활용하고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최상의 ROI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잠재 고객 자격 심사 실행 Day-2 운영마이그레이션 
가속화

마이그레이션
전략

마이그레이션
계획

잠재 고객 식별

기본 정보 수집

선택 사항: 
요청하지 않은 
제안서 준비

Tier 1: AM
(어카운트 매니저) 
및 Cisco PSS
(Partner Self-Service)

Tier 2: CSE
(고객 지원 엔지니어) 
및 Cisco TA
(Technical Assistance)

Tier 3: Cisco
Advanced
Services (AS)

고급 애플리케이
션 재고

마이그레이션 대상

P2V (Physical-
to-Virtual) 분석

마이그레이션 
복잡성 비율

Cisco UCS로 
마이그레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 목록

TCO 분석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 청사진:

• 적합한 대상

• 대상 플랫폼 
전략

• 베어 메탈 또는 
하이퍼바이저

• OS 선택 지침

• 수직적 또는 
수평적 확장성

•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 
통합 전략

높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SLR
(서비스 수준 요구 
사항)

RISC-Cisco UCS 
워크로드 전송 맵

대상 아키텍처 
초급 설계 문서

위험 분석 및 완화 
계획

세부 마이그레이션 
계획

기능 및 비기능 
테스트 계획

Gold OS 이미지

상용 기성품 애플
리케이션 마이그
레이션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출하)

시스템 관리 프레
임워크 통합

현장 운영 지원

멘토링 및 지식 전수

그림 1.  탐색부터 실행까지 Cisco RISC/UNIX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심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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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RISC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 라이프사이클의 
다양한 단계에서 고객 요청 및 우려 사항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RISC/UNIX 마이그레이션 검색 세션은 현재 RISC 환경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간략한 참여를 통해 고객 우선 순위, 우려 사항, ROI 요구 
사항 및 마이그레이션 시간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워크숍에 
따라 Cisco는 높은 수준의 TCO 분석과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 RISC/UNIX 마이그레이션 가속화는 기존 RISC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Cisco UC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기대한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설계된 심층적 현장 참여입니다. Cisco는 
애플리케이션 재고, 마이그레이션 후보 식별 및 그룹화, TCO 
및 ROI 분석, PoC(Proof-of-Concept) 설명, 마이그레이션 
출하 옵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Cisco는 RISC 기반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Cisco UCS로 
마이그레이션학 위한 전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Cisco
의 유연한 워크숍 형식 및 PoC 서비스는 Cisco UCS에서 실행 
중인 RISC/UNIX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하기 위한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Cisco UCS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면 
Cisco는 고객과 함께 대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후보를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전략은 높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형성합니다. 전략이 승인되면 Cisco는 애플리케이션 종속성, 
서비스 수준 계약(SLA) 및 운영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세부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개발합니다. 그런 다음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기반으로 대상 아키텍처 및 초급 디자인을 생성합니다. 

Cisco는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마이그레이션 출하 방법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Cisco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마이그레이션 위험을 사전에 해결하여 애플리케이션 
SLA가 마이그레이션 중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Cisco 마이그레이션 출하에 액세스하여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질문 또는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는 현재 사용 중인 RISC/UNIX 환경의 
고가용성 및 확장 성능을 증가합니다.

이상적인 마이그레이션 대상: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RISC/UNIX에서 x86/Linux로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현재의 
요구 사항은 물론이고 미래의 기술적 요구 사항(예: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도 충족하는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은 RISC/
UNIX 마이그레이션에 적합한 대상입니다. Cisco UCS는 TCO
를 절감하면서 탁월한 안정성, 유연성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컴퓨팅 플랫폼인 Cisco UCS는 독점 RISC/UNIX 
솔루션보다 낮은 자본 및 운영 비용으로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 요구되는 유연성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간소화되고 지능적인 아키텍처, 통합 모델 기반 관리, 통합 
패브릭, Cisco Fabric Extender 기술의 아키텍처 이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를 사용하면 베어 메탈 가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 중인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하는 혁신적인 고성능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디자인된 Cisco UCS는 Intel 
Xeon 프로세서를 통해 성능 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Intel
에서 새로운 Intel Xeon 프로세서 E7 제품을 발표한 날에 Cisco 
UCS는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9개의 성능 관련 세계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 출시된 이래로 44개의 새로운 
성능 관련 세계 기록이 수립되었습니다. Cisco UCS는 x86 
블레이드 서버 시장에서 세계 3위, 미국 내에서 2위의 시장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단일 통합 시스템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은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액세스 리소스를 통합하는 최초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약 70%  
축소된 단계로 배포 시간을 1/2로 단축

>Virtual Connect를 사용하면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인해 67% 
축소된 단계를 사용하여 Cisco UCS B250 M2 Extended 
Memory Blade Servers를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HP c급 블레이드 서버를 추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약 1/2에 불과합니다(http://www.youtube.com/
watch?v=nijWlNzSgCQ 참조).

Principled Technologies, 2011년 3월(http://principledtechnologies.
com/clients/reports/Cisco/UCS_vs_HP_Deploymen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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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 시스템은 자기 인식 자체 통합 자체 문서화 
시스템이므로 RISC/UNIX 마이그레이션 결과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고급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세부 구성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스템 
구성을 프로그래밍하여 마이그레이션 및 미래 서버 배포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 블레이드 섀시 및 랙의 경계를 벗어나서 Cisco UCS
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각 시스템은 최대 320대의 블레이드 
서버를 지원하여 고객이 대용량 확장성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서버 포트폴리오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일의 
분산된 가상 스위치를 통해 지원되는 통합 패브릭이 모든 서버 
리소스를 상호 연결합니다. 서버 및 가상 머신이 균등하고 
일관되게 상호 연결되어 보안을 향상시키고 여러 스위칭 
계층을 제거합니다. 획기적으로 단순화된 이 아키텍처에서는 
기존 x86 서버보다 적은 수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지능형 인프라
Cisco UCS는 모든 측면의 서버 개인 정보를 추상화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인프라입니다. 

CONSOLE

C
O

N
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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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UCS B22 M3

CONSOLE UCS
C24 M3

• 
CONSOLE

UCS
C22 M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Cisco UCS(Uni�ed Computing System) 구성 요소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

– 또는 –

Cisco UCS
Manager

  (내장)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s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관리 도메인으로 통합
시스템당 최대 2개의 일치하는 상호 연결
짧은 지연 시간, 무손실 10GE 및 FCoE 연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로 업링크: 10GE, 기본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내장된 모델 기반 통합 관리

데이터 및 관리 평면 데이터 및 관리 평면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s Cisco UCS C-Series Rack Servers

Cisco UCS C460 M2Cisco UCS C260 M2

Cisco UCS C220 M3 Cisco UCS C240 M3

Cisco UCS B230 M2 Cisco UCS B440 M2

Cisco UCS B22 M3 Cisco UCS C24 M3

Cisco UCS B250 M2

Cisco UCS B200 M3 Cisco UCS B420 M3

Cisco UCS C22 M3

수평 확장
 - 및 - 
Web 2.0

미션
- 크리티컬 -

대기업
- 클래스 -

Cisco UCS C420 M3

Cisco UCS 5108
블레이드 서버 섀시

Cisco UCS
2104XP Fabric
Extender

Cisco UCS
2208XP Fabric

Extender

Cisco Nexus
2232PP 10GE
Fabric Extender

Cisco UCS 6248UP Cisco UCS 6296UP

Cisco Fabric Extenders
블레이드 랙 서버에 통합 패브릭 배포
복잡성 없이 데이터 및 관리 평면 확장
Cisco UCS 2208XP: 블레이드 섀시당 최대 160Gbps
   (Cisco UCS 6200 시리즈 패브릭 상호연결 사용)
Cisco UCS 2104XP: 블레이드 섀시당 최대 80Gbps
Cisco Nexus 2232PP: 랙 마운트 서버를 시스템에 통합

Cisco UCS 5108 블레이드 섀시
최대 8대의 절반 너비 블레이드 서버 또는 4대의 전체 너비 
   블레이드 서버 지원
연결 및 관리를 위해 최대 2개의 패브릭 익스텐더 지원
직류 공기 흐름, 92% 효율 전원 공급 장치, N+1, 그리드 감소

Cisco UCS 서버
Intel Xeon 프로세서 단독 탑재
세계적인 기록의 성능
워크로드에 맞게 서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품 라인
Cisco UCS Manager를 통해 ID, 개인 정보 및 연결의 모든 
   부문 구성

그림 2.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액세스 리소스를 통합하는 업계 최초의 진정한 통합 시스템인 Cisco 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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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요소 관리자를 사용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서버 및 I/O 연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또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의 수, 유형 및 속도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가상 머신에 
대해 하이퍼바이저가 수행하는 작업을 물리적 서버에 
대해 수행합니다. 즉, ID, 개인 정보 및 I/O 설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스택(하이퍼바이저,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등)에 
필요한 대로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추상화된 리소스 풀을 
제공합니다. 

복제 가능하고 쉬운 서버 배포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고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이 자기 인식 자체 통합 시스템은 
쉬운 액세스를 위해 구성 요소의 재고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유지 관리합니다. XML API를 사용하면 시스템을 고급 데이터 
센터 기반 관리 시스템에 논리적 단일 엔티티로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향상시켜 
다운타임을 발생할 수 있는 구성 오류를 줄이면서 비즈니스 
민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 모델 기반 관리
통합 모델 기반 관리가 Cisco UCS 플랫폼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내장된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을 통해 원하는 서버 구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Cisco 서비스 프로필로 
구축되며 모델을 물리적 리소스와 연계하여 Cisco UCS 서버 및 
연결된 I/O 연결에 대해 인스턴스화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호환되지 않는 구성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구성 관리를 
안정적으로 자동화합니다. 구성 후에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직관적인 GUI 또는 개방 표준 XML API를 통해 모델을 액세스 
및 프로그래밍하여 시스템을 ITIL 프로세스 및 고급 관리 툴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 BMC, CA, HP, IBM 및 Symantec
에서 제공하는 툴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고급 관리 툴이 Cisco 
UCS에 통합되어 기존 데이터 센터 모범 사례를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isco UCS Manager의 역할 및 정책 
기반 관리에서는 현재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을 유지하고 조직별 역할 할당을 처리합니다. 주요 분야 
전문가는 초급 관리 인력이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정의하여 
직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1
대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100대의 서버를 
배포할 수 있으므로 IT 인력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통합 패브릭
통합 패브릭은 Cisco UCS 서버를 모든 시스템 I/O를 지원하는 
지연 시간이 낮은 단일의 고대역폭 네트워크와 통합합니다. 
패브릭은 2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및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네트워크에서 IP, 스토리지 및 프로세스 간 
통신을 처리합니다. 아키텍처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에 

관리자 효율성 5배 향상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1000명의 직원을 위해 20명의 IT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을 통해 
ExamWorks는 4명의 직원으로 동일한 수의 사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16개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매년 110
만달러(미화)가 절감됩니다." 
 
—Brian Denton 
 기술담당 최고 책임자(CTO) 
  ExamWorks, Inc.

Cisco UCS 인력 관리 요구 사항과  
Denton의 전 직장에서 요구된 사항 비교.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9441/ps9670/
case_study_c36-58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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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구성 요소 및 관리 지점 수는 운영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Cisco UCS는 구성 요소, 케이블 및 관리 지점 수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Cisco UCS(Uni�ed Computing System)
에는 구성 요소 및 케이블이 더 적게 필요

기존 블레이드 서버에는 구성
요소 및 케이블이 더 많이 필요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9441/ps9670/case_study_c36-580410.pdf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9441/ps9670/case_study_c36-58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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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랙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의 최대 2/3를 제거하여 
시스템의 단일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민첩성을 높이고 
무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배포를 가속화합니다. LAN 안전 
구현을 통해 Cisco UCS를 기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서버 
및 스위치 사일로가 아닌 단일 서버로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Cisco Fabric Extender Architecture 
Cisco Fabric Extender Architecture는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를 단일의 분산된 가상 시스템에 통합하여 복잡하지 않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I/O 트래픽이 단일 지점에서 만나서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되므로 네트워크 보안이 향상되고 
관리가 간소화되고 오류가 감소됩니다. 

Cisco Fabric Extender 및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 Cisco 
Fabric Extender Architecture는 패브릭 상호 연결 포트를 서버 
및 가상 머신으로 확장하여 많은 단말기 또는 가상 머신을 통합 
패브릭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방법은 블레이드 서버 
및 하이퍼바이저 상주 스위칭을 제거하고 3개의 네트워크 
계층을 하나로 압축하여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물리적 서버와 가상 머신을 균등하게 상호 
연결하여 심층 파악 및 제어를 통해 물리적 네트워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 실현하는 아키텍처 이점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의 아키텍처 이점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기존 RISC/UNIX 
및 x86 아키텍처 블레이드 서버보다 우수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되는 광범위한 
리소스 유연성을 통해 Cisco UCS는 훨씬 낮은 TCO로 향상된 
비즈니스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과 결합하여 업계 최고의 혁신자 중 일부를 사용하여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생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운영 체제를 제공합니다. 수천 개 기업에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실행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는 Intel Xeon 
프로세서에 맞게 최적화되었으며 탁월한 안정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 UCS와 긴밀하게 통합하여 애플리케이션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의 가시성과 
관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른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Cisco UCS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 목록은 Cisco®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안정성, 가용성 및 서비스 가용성(RAS)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실행하는 새로운 Intel Xeon 
프로세서 E7 제품군이 제공하는 Cisco UCS가 심층적으로 
통합되어 포괄적이고 강력한 RAS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실리콘에서 시작하여 모든 프로세서, 메모리 
및 I/O 데이터 경로에 오류 검색, 수정, 제약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UCS와 Red Hat Enterprise Linux는 이 
기반에 따라 구축되어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오류 지점도 없이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Cisco UCS 섀시는 중복 핫 
플러그형 전원 및 냉각 기능과 핫 스왑형 블레이드 및 패브릭 
확장기를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의 비정형 컴퓨팅 특성은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리소스 풀에서 다른 Cisco UCS 블레이드를 몇 분 
이내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실행하여 시스템 확인 아키텍처 복구, 예측적 오류 분석, PCI 핫 
플러그 지원, Cisco UCS 블레이드의 고가용성 등과 같은 고급 
RAS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RAS 기능은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서비스 
기능을 보장합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센터

기존 x86 솔루션과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이 
있습니다. Cisco UCS를 통해 IT 인프라를 비즈니스의 전략적 

1/2의 비용과 복잡도로 확장

서버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만, 각 서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도 그만큼 많이 지출됩니다. Cisco Fabric Extender 
아키텍처는 세 개의 스위칭 계층을 하나로 압축하고 Cisco UCS 
블레이드 서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케이블 및 
스위치 수를 줄입니다. 17번째 HP 서버를 지원하는 비용이 17
번째 Cisco UCS 서버에 대한 비용보다 45,522달러(미화) 더 
높습니다. 추가 HP 섀시가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단위의 비용이 
증가하며 블레이드당 평균 인프라 비용이 3621달러(미화)
로 구성을 확장할수록 많은 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Cisco 
UCS 인프라 비용은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며 블레이드당 평균 
인프라 비용은 1833달러(미화)입니다. 

Cisco UCS 제조업체의 권장 소매 가격 기준(MSRP) 2011년 6월 28일, 
HP retail 2011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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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유연한 데이터 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즉,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액세스 리소스가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탄력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유연한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Cisco, Intel 및 Red Hat은 미래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 결합된 업계 최고의 혁신적인 
표준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와 긴밀하게 연동되는 이 새로운 개방형 
인프라는 적은 비용으로 향상된 성능, 확장성, 안정성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방형 플랫폼이므로 기업에서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및 IT 인프라 우선 순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으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아래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Intel Xeon 프로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Red Hat Enterprise Linu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