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센터는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극대화하여, 사람, 프로세스,  
기술 및 데이터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십시오.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Cisco 
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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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는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 컴퓨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십시오.

모든 사물, 모든 장소

현재 사람과 기계를 통해 전례없는 다량의 데이터가 생성, 축적,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증가가 한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기존의 데이터 센터 - 향후 5 년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이 거의 세 배(280%)로 증가하고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이 23%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 및 기기 -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는 이미 3년 전 세계 인구를 넘어 섰습니다.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PC와 스마트폰의 수보다 5 ~10배 많은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 기능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클라우드 – 연간 전 세계 클라우드 IP 트래픽이 2013년도 1.6ZB(월간 137EB)에서 2018년에는 6.5ZB 
(월간 541EB)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 향후 5년 동안 32%의 연평균 성장률

(CAGR)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지금보다 거의 4배에 이르고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데이터가 모든 곳에 자리하면 데이터 센터 코어는 물론 에지에서 직원, 고객, 시민 및 기기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실시간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통해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상호 연결된 웹 즉, 만물 인터넷(IOE)에서 
풍성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의 양쪽 측면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일반적인 관리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이다. Cisco는 Cisco Uni�ed Computing System™(Cisco UCS®)으로 듀얼 코어 및 에지 솔루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Cisco UCS는 고도로 가상화된 코어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를 목표로 했으나 6년 후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Cisco UCS 포트폴리오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중심 컴퓨팅을 사용하여, 가장 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작은 원격 위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용도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   
2020년까지 세 배 증가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원인 

*Cisco Global Cloud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3–2015, Cisco, 2014.

**Bhavesh Patel, “Internet of Things: What Does It Mean for Data Centers?”, Data Center Knowledge, June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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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센터 발굴

분석에서 기업 리소스 계획, 판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은 
다양하며 중앙 집중형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산 
컴퓨팅을 지원해야 하는 IT 부서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술 선도업체와 주로 예산을 관리하는 해당 업체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중앙 관리와 에지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작업 속도와 민첩성을 발휘하는 소위 초고속 IT(Fast IT)를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Cisco UCS
는 Fast IT의 핵심 구성 요소로, 단일 패브릭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가상화 및 관리 솔루션을 단일 패브릭으로 
통합합니다.

“제어와 컴퓨팅을 ‘글래스 하우스’로 되돌리는 시기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영업 전선의 지점, 개인은 물론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 역점을 두는 시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IT 핵심 과제는 단순히 트렌드를 쫒기보다는 특정 조직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는 정확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 Scott Clark, Cisco 첨단 서비스,  
클라우드 및 IT 혁신 사업부 부사장

데이터 센터는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 컴퓨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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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T 인프라는 복잡할뿐더러 수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Cisco UCS는 관리 자동화 및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의 
융합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기술 선도업체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적응성이 뛰어난 컴퓨팅 환경

• 차별화를 지원하는 프로세스

• 비용 절감

이 모델은 IT 관리자가 데이터 센터 기술의 새로운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고 정보 책임자(CIO)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 내 대부분의 수석 기술 책임자는 리소스를 확보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지에서 코어,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조직의 모든 컴퓨팅 리소스가 공동 관리 
플랫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가속화의 열쇠입니다.

코어에서 에지로 데이터 센터 성능 제공

데이터 센터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빨리 배포, 확장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라는 매우 
다양한 기술, 파트너, 애플리케이션 및 컴퓨팅 모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Cisco는 여러 이니셔티브의 투자를 실용적으로 만드는 운영의 
간소화와 함께 고객에게 필요한 속도와 확장성, 통찰력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기술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Cisco는 매년 5천만 대 이상의 연결된 디바이스와 6백만 건 이상의 고객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30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양쪽 측면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획, 구축하고, 
규모를 조정하며, 최적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 
노하우

천만 대의 연결된 디바이스

백만 건의 고객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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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컴퓨팅 시스템

시스코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시스코 UCS는 전 기능을 통해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컴퓨팅 
환경입니다.

• 주행 테스트를 거친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서버와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액세스를 통합하여 코어에서 에지, 
클라우드까지 무한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어 패널과 API

• 물리적 인프라와 가상 인프라를 운영 체제,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플랫폼 및 미들웨어와 통합한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정책과 워크 플로우 자동화를 통해 모든 요소의 구성을 자동화하는 관리 환경

• Cisco 스토리지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 가속화, 프로비저닝 시간 단축 및 TCO 절감을 
실현하는 통합 인프라 솔루션

• Microsoft, Oracle, SAP을 비롯해 제품보다는 솔루션을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파트너십

“많은 고객께서 '이전에는 수 개월이 걸렸던 프로젝트가 지금은 단 몇 주면 되고, 인프라의 프로비저닝도 이전에는 몇 주나 
걸렸지만 지금은 단 몇 분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 Jim McHugh, Cisco 데이터 센터 마케팅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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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는 모든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림 1. Cisco UCS

인텔리전트 Intel® 
Xeon® 프로세서

Cisco UCS 통합 인프라 솔루션 관리

Cisco UCS Director 소프트웨어 
통합 인프라 오케스터레이션 및 
관리 자동화

네트워킹

XML API

GUI

커맨드인터페이스 
(CLI)

컴퓨팅 스토리지 운영 체제 및 가상 머신

전세계 다중 도메인 관리

Cisco UCS Central Software
동일한 캠퍼스 또는 전세계에서 다중 
도메인 관리

Cisco UCS 통합 인프라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배포 가속화 
및 간소화

FlexPod

Cisco Solutions 
for EMC 
VSPEX

Cisco Solutions 
for Hitachi UCP 
Select

Nimble Storage 
SmartStack

Cisco 및 IBM의 
VersaStack 솔루션

VCE Vblock™ 
System

단일 도메인 관리

Cisco UCS® Manager
단일 관리 도메인에서 최대 
160개까지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 확장

Cisco UCS Invicta™ Series

Cisco UCS 
Invicta 

C3124SN 
Nodes

Cisco UCS 
Invicta 
C710SR 
Routers

Cisco UCS Invicta 
C3124SA Appliance

Cisco UCS 
Invicta 

Scaling 
System

솔리드 스테이트 애플리케이션 가속화엔터프라이즈급미션 크리티컬엔터프라이즈급

Cisco UCS B200 
M3 및 M4

Cisco UCS B460 M4

Cisco UCS B260 M4
Cisco UCS C460 M4

Cisco UCS C240 
M3 및 M4

Cisco UCS Virtual 
Interface Card 

(VIC) 1225

단일 랙에 320
대의 서버

Cisco UCS M4308 
모듈러 섀시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Cisco UCS C3160

Cisco UCS C220 
M3 및 M4

Cisco UCS Virtual Interface 
Card (VIC) 1340

Cisco UCS B420 
M3 및 M4

Cisco UCS 6324 
Fabric Interconnect 
원격 사무실 및 지점용 
일체형 Cisco UCS Mini 
솔루션 구축

Cisco UCS 5108 
블레이드 서버 섀시

Cisco UCS 
2200 Series 
Fabric
Extenders 복잡성 
없이 확장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s 
단일 지점 연결 및 관리

Optional Cisco Nexus® 
2232PP 10GE Fabric 
Extenders

Cisco 
R-Series 랙

Cisco 
SingleConnect 기술

LAN, SAN, 관리 네트워크, 
물리적 서버 및 가상 서버의 단일 
물리적 연결

Cisco UCS M-Series 
모듈러 서버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Cisco Uni�ed Computing Syste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uc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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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Cisco® ONE Software는 데이터 센터, WAN, 액세스 도메인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간소함과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Software는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네트워크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입, 관리, 업그레이드를 간소하고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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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isco ONE Software 번들 포함 내역

Foundation for Compute
• UCS Director Foundation 
• Prime Service Catalog 
• 비즈니스용 Cisco Intercloud Fabric™ (1년 계약시 4개의 하이브리드 포트) 
• Cisco Nexus® 1000V Essential Edition
• UCS Performance Manager 
• UCS Central 
• 에너지 관리

Enterprise Cloud Suite
• UCS Director 
• Prime Service Catalog 
• UCS Performance Manager 
• Virtual Application Container Services(Nexus 1000V Advance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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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Cisco와 인터클라우드 파트너는 50개국 이상에서 25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안전성, 개방형, 유연성 및 하이퍼바이저 독립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관리자는 Cisco Intercloud Fabric으로 매우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온디맨드 방식과 일관된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으로 기존 데이터 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데이터 센터의 경계를 허물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 프레임워크로 완벽하게 제어 가능한 단일 통합 환경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해 드립니다.”

— Dr. Gee Rittenhouse,  
Cisco 클라우드 및 가상화 그룹 부사장/본부장

중요성, 다양성 및 속도를 통한 차별화 추구 

Cisco는 데이터 센터에 유연성, 접근성, 민첩성 및 확장성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Cisco 통합 인프라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isco UCS는 수많은 폼 팩터 덕분에 지점이나 석유 굴착 장비, 대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직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sco UCS 기술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폭넓은 하드웨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 에지 컴퓨팅 
 -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 빅데이터 관리, 분석 
 -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컴퓨팅 
 -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 민첩한 인프라, 개방형 API,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분석, 클라우드 환경 
및 데이터 센터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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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는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 컴퓨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십시오.

서비스로 최적화

기능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데이터 센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구성 요소 
이외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범 사례와 적절한 인력, 프로세스, 정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Cisco Services는 모든 조직이 데이터 센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출원에서 수익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Services는 응집력, 민첩성, 비용 효율성을 갖춘 효율적인 비즈니스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Cisco Domain 
Ten®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기업 IT 환경의 10개 도메인 또는 핵심 요소를 분석합니다. 이 평가를 수행하고 중요한 
차이를 분석한 후 다음 단계는 Cisco Data Center Optimization Services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Forrester의 Cisco Data Center Optimization Services의 
총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검토하십시오. Forrester의 총 경제적 효과(TEI) 방법론에서는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Cisco 고객으로부터 Cisco Domain Ten 서비스를 평가했습니다. 

• 비즈니스 이점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이 프로젝트는 향후 이니셔티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 리스크는 얼마나 줄어드는가? 

6개월에 걸친 Forrester 연구에서 애플리케이션, 컴퓨팅 및 네트워크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Cisco Domain Ten, 
특히 Cisco Data Center Optimization Services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더 빠른 출시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덕분에 119%의 리스크 조정 ROI, 1년 이내 투자 회수, 순현재가치 7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Cisco는 Domain Ten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단일 지점으로 취합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적인 청사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Matthew Maw, Tatts Group, Ltd. 기술 시스템 본부장 

Cisco Domain Ten 백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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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는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 컴퓨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십시오.

결론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이 연결된 세계에서 기업은 데이터와 전체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앙집중형 및 분산형 하이브리드 
모델인 새로운 데이터 센터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Cisco는 코어와 에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업계 선두 제품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파트너로 구성된 뛰어난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조직이 모든 사물과 모든 장소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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