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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상품을출시해업계에서큰주목을받아왔으며, 축적된노하우를

바탕으로지속적으로신상품을개발하고있다. 국내뿐아니라금융시장

의 로벌화에맞춰해외시장을적극개척하고있으며, 뉴욕, 런던, 동경,

홍콩, 상하이등주요시장에현지법인형태로진출해 업기반을강화

하고있다. 

클라우드시대준비위해가상화도입

현대증권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IT 인프라를구축한다는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있으며, 그첫

번째단계로가상화를추진하고있다. 금융 IT 시스템은속도와안정성

이핵심인만큼, 직원들의내부업무용으로사용되는시스템에한해1차

현대증권(대표최경수www.youfirst.co.kr)은

최상의금융솔루션을제공해한국은물론아

시아, 세계에서도선도적인투자은행으로거듭

난다는 '비전 2012'를 수립했으며 ▲수익구조

선진화▲전문화▲대형화의3대전략을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다양한 신

상품을개발해고객의자산을증대하는데최선

의도움을주고있으며, 이를지원하기위한IT

시스템을가상화해비즈니스유연성을한층높

이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편집자>

가상화기반서버통합으로
비즈니스민첩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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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상화를도입했다. 

현대증권은2010년그룹웨어와보안등속도에민감하지않은

업무에사용되는윈도우서버와유닉스서버일부80여대를가

상화로통합하는사업을추진했다. 

김윤상 현대증권 시스템운 부장은“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서서버활용률은평균10~15% 정도이며, 사용률이높은시점에

도30%를넘지않는다. 여러대의서버를통합해운 하면서버

사용률을높일수있으며, 비용효율성도높일수있다”며“특히

요즘트렌드인클라우드컴퓨팅의기반기술이가상화이므로, 가

상화를단계적으로도입하면클라우드컴퓨팅시대를준비할수

있는밑바탕이될수있다”고말했다.

현대증권은5년여전에도서버가상화를검토한바있지만당

시 가상화 기술의 성숙도가 높지 않아 기대했던 것만큼 성능을

보장할수없었다. 그러나최근에는가상화기술이높은수준으

로발전했으며, 하드웨어성능도크게좋아져물리적인서버이

상속도와성능을만족시킬수있게됐다.

김윤상부장은“현재출시되는서버는6코어이상멀티코어를

지원하기때문에가상화를한다고해도, 기존에도입된2코어서

버보다훨씬더높은성능을제공할수있다. 이론적으로한대의

서버를20대서버처럼사용할수있어운 비용을크게줄일수

있다”고설명했다.

시스코UCS, 메모리확장성높아

현대증권은 서버 가상화를 위해 VM웨어의 가상화 솔루션과

시스코의x86 서버‘유니파이드컴퓨팅시스템(UCS)’을도입했

다. 시스코 UCS는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액세스, 가상화

리소스를에너지효율이높은단일의시스템으로통합한서버로,

메모리확장성이높아가상환경에최적화됐다.

김윤상 부장은 "서버의 성능 측면에서만 본다면 인텔 프로세

서기반x86 서버는대부분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UCS는블

레이드형으로데이터센터공간을적게차지하고, 네트워크구성

이단순하며, 메모리확장성이높아 다른제품과차별화됐다“고

말했다. 

시스코 UCS의 가장 큰 장점은 케이블링이 단순하다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서버는단일랙안에서도복잡하게얽히고설켜

있으며, 서버를추가하면네트워크구성을다시해야해케이블

링작업이더어려운경우도생긴다. 시스코UCS는단일랙안

에서는서버와서버를FCoE로연결해랙윗부분으로올리기때

문에 네트워크 구성이 단순하다. 서버를 추가할때도 하나의

FCoE 케이블만연결시키면돼증설이용이하다. 

메모리확장성은시스코UCS의가장큰특징이다. 가상환경

을구성할때메모리가부족한경우가많이생긴다. 수많은가상

머신에서명령을내리기때문에메모리용량이부족하고, 메모리

와디스크의IO에서병목현상이생겨물리적인서버만으로구성

했을때에비해속도가현격하게떨어진다.

시스코UCS는다른x86 서버보다4배많은48개의메모리슬

롯을제공하며, 속도저하없이1333MHz의동일한속도로명령

을처리할수있다. 또한 IO 가상화를통해병목현상을크게줄

일수있다.

TCO 낮춰비용절감효과커

가격적인측면도고려대상이었다. 시스코UCS 한대의가격

만보면, 다른x86 서버에비해가격이높은편이다. 그러나현대

증권은“오히려가격적인매력이매우컸다”고밝혔다. 

김윤상부장은“가상환경에서메모리와디스크가부족해성능

이제대로나오지않는경우가많지만, 시스코UCS는메모리확

장성이 높아 가상환경의 성능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성능저하

없이80대가까운서버를7대로줄일수있었다”며“데이터센터

전력비용과관리비용을감안하면매우경쟁력있는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의서버통합작업은랙6개에장착된80여대의서버

를7대의블레이드서버로합한것으로, 랙하나의1/3에불과한

공간밖에차지하지않는다. 데이터센터공간효율성이높아졌으

며, 전력비용이상당히줄어드는효과를얻을수있었다. 

현대증권은시스코와VM웨어가긴 한협력을맺고있어가

상화 구축이 더욱 용이했다고 평가한다. 시스코와 VM웨어,

EMC는클라우드컴퓨팅을위한혈맹을맺고있으며, 가상환경

에서성능과보안, 안정성을더욱견고하게하기위한공동연구

를진행하고있다. 따라서시스코UCS가VM웨어가상화를위

한최적의환경을보장한다고판단하고있다. 

장애발생률감소…관리업무개선효과배가

현대증권은 시스코 UCS 도입 효과로 장비 효율성을 높여

TCO를 줄 다는 점과 관리업무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서버대수가10분의1로줄어들었기때문에유지보수비용이감

소했으며, 신규업무를 위해 서버를 증설해야 하는 시점을 늦출

Case Study 현대증권, 시스코UCS 도입



수있어하드웨어추가비용도줄일수있게됐다.

관리적인측면에서는유닉스서버와윈도우서버등이종환

경을단일한관리콘솔로통합할수있게됐다는것이UCS 도입

효과로꼽힌다. 80여대의서버를운 하는것보다7대의서버를

운 하는것이장애발생도적고, 관리업무도훨씬줄어들게마

련이다. 시스코와VM웨어가통합된관리툴을제공해관리업무

개선효과가배가됐다.

김윤상부장은“물리적인서버환경에서는이중화로HA를구

성했지만, 가상화에서는가상머신으로이중화할수있으며, 서

버 한 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가상서버로 작업을 즉시 이관할

수있기때문에가용성을더욱높일수있다”고말했다.

그는“시스코UCS의성능과안정성이높아장애가발생한일

은없었다. 그러나장애가있다해도즉시조치를취할수있어

관리자입장에서매우편리하다”고덧붙 다.

클라우드기반기술단계적채택

현대증권은2011년2차사업을통해신규할당되는업무와노후

화된서버30여대가량을UCS에적용할계획이다. 서버의추가

증설없이기구축된UCS 서버에디스크만증설해사용할수있을

것으로보고있지만필요할경우추가구입도고려하고있다. 

김윤상부장은“가상화기술이성숙된수준에이르 지만, 증

권사의크리티컬한시스템에적용하는것은신중하게고려해야

한다”며“빠른속도와높은안정성이매우중요한시스템이아니

라면, 가상화가줄수있는혜택이매우많다”고말했다. 

그는“가상머신의성능이물리적인서버와비교했을때전혀

낮지않다. 오히려가상머신이더빠르고안정적으로명령을처

리할수있다. 가상화를안할이유가전혀없다”고강조하며“빠

르게가상화를도입할수록더높은가치를이룰수있을것”이라

고덧붙 다.

Q. 서버통합사업의배경은.
기존서버가노후화됐고, 업무의추가할당으로신규서버증설이필요
하게됐다. 그러나기존서버운 률이최대30%를넘지않았으며, 이
종환경으로구성돼관리가복잡했다. 가상화를통한서버통합으로서
버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추진했다. 

Q. 시스코UCS를도입한이유는.
시스코 UCS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케이블 구성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기존 서버는 하나의 랙 안에서도 서버와 서버 사이에 연결돼
야하는케이블이많아관리가어려웠다. UCS는단일랙안에서케이
블을 FCoE 하나로 연결시켜 케이블 구성이 단순하다. 서버를 증설할
때도FCoE 케이블만연결하면되므로추가확장이매우쉽다.
메모리 확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가상화 구성을 할 때
가장문제가되는것은메모리부족과 IO 병목현상이심해진다는것이
다. 물리적인 서버 한 대에 여러 대의 가상머신이 구동되지만, 메모리
와 IO의한계가있기때문에동시에처리되는명령에한계가있다. 시
스코 UCS는 메모리 확장성이 높고 IO 가상화로 병목현상을 줄여 가
상환경을최적화할수있다.

Q.시스코UCS 도입효과는.
비용절감 효과와 관리 용
이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운 해야 하는
서버가10%로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버 유지보수 비
용이 감소됐고, 장애가 적
어 관리 업무가 줄어들었
다. 80여대의 서버가 7대
로 줄어들면서 랙 한대에서도 3분의 1 가량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데이터센터공간도훨씬여유가생겼다.

Q. 앞으로계획은.
2011년신규로할당되는업무와노후화돼교체해야하는서버30여대
를UCS에적용하려고한다. 서버증설없이디스크만추가해도충분히
가능할것이라고보지만, 필요할경우추가도입도계획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가상환경을단계적으로확대해클라우드컴퓨팅환경

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단말기 가상화 기술을 적용
해모바일오피스를구현, 업무생산성을높일계획이다.

“가상환경최적화해비즈니스유연성확보”

Interview

김윤상| 현대증권시스템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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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X86서버를 운 하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버의 평균 사용률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케이블과 스위치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시스코 UCS(Unified Computing System)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컴퓨팅 솔루션 입니다. 시스코의 통합 I/O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구조를 단순화 하며 가상화를 위한 많은 솔루션들이

시스템의 설계에 반 되어 있어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와 가상화 환경에 최적화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s)는 차세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I/O 아키텍처를 이식한 차세대 x86서버 입니다. 

• 산업 표준의 Intel x86 플랫폼과 Cisco의 검증된 가상화 및 I/O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며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장에

필요한 최적의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Blade 및 Rack 서버로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최적화된 서버 제품 군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Cisco UCS는 데이터센터의 서버팜을 구성하고 운 할 때 필수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간단하게 하여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쉽고 빠른 운 환경을 지원하여 고효율/저비용의 데이터센터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소개및특장점

Cisco UCS Server Line-up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

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Cisco UCS 서버는 이를 최대한 반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UCS Manager를 이용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Fabric, Unified I/O 아키텍처

• 최적의 가상화 환경 지원

• Cisco 메모리 확장 기술

• 시스템 관리소프트웨어(Cisco UCS Manager)를 통해 서
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연결 관리

• Service Profile 기반의 쉽고 간편한 시스템 운 및 관리

• VCE (Vmware, Cisco and EM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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