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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및 솔루션 개요

개요

시스코의 전사적 SONA(Service Oriented Network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하는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IT 경영진이 데이터 센터 자원과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보다 잘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응집력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통합, 가상화 및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진화시킴으로써 IT 조직들이 더 낮은 총 소유 비용(TCO), 향상된 복원력과 보다 

높은 민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렴한 TCO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자원을 

위한 서비스 지향의 주문형 모델을 안전하게 배치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IT 생산성과 자원 활용을 최적화합니다. 고객들에게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서버 및 스토리지 통합과 가상화 전략을 위해 보다 많은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자본 비용과 높은 활용도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풀링된 인프라 자원의 관리 및 

프로비저닝을 능률화하여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IT 부서들은 인증된 

설계 최적사례, 데이터 센터 지원 서비스 및 사전 인증된 파트너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구현을 단순화하고 배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원력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귀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정보 및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보안, 가용성, 성능 및 

비즈니스 지속성 목표를 지원하는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애플리케이션 전송 최적화 서비스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및 스토리지 환경 전반에 걸쳐 엔드 투 엔드 분할을 제공하므로, 

SLA(Service-Level Agreement)를 개선하는 동시에 통합으로 인한 혜택도 

실현됩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 간의 서버, 스토리지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연장이나 복제 덕분에, 대대적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조직들이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Virtualization 및 On-Demand Computing과 같은 새로운 IT 전략을 

손쉽게 도입하여 보다 빨리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화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스코의 비전은 다른 업계 선두주자들과 함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요구, 서비스 요구사항, 사전 정의된 정책에 따른 공격이나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가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 Intelligent Server Farm, Server Fabric 및 Storage Networking 

플랫폼과 DWDM, SONET 및 SDH Optical Transport 플랫폼 상에서의 

Gigabit/10Gigabit Ethernet, Infiniband 및 Fibre Channel 스위칭

• 인터랙티브 서비스: 스토리지 패브릭 서비스, 컴퓨팅 서비스, 보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전송 및 통합 서비스

•  관리 프레임워크: 구성, 보안, 프로비저닝, 변경 및 오류 관리 서비스

진화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Cisco SONA(Service Oriented 
Network Architecture)

데이터 센터 과제

모든 조직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직원, 파트너 및 고객들은 효과적인 

생산, 협업 및 인터랙션을 위해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와 자원에 의존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인터넷과 웹기반 기술의 부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데이터 센터를 한층 더 전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비즈니스를 보호, 최적화 및 성장시키기 위한 IT 노력이 전략적으로 

집중되는 곳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는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제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했고,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들은 

대개 활용도가 낮은, 격리된 인프라 사일로 안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각 인프라 

사일로는 전형적인 데이터 센터가 다양한 운영 시스템, 컴퓨팅 플랫폼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아일랜드(island)”를 지원하는 서로 다른 

인프라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어려우며 관리, 통합, 보안 및 백업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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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조사에 따르면, IT 예산의 70% 이상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조직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위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자원의 활용도를 최적화하고,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장애와 보안 공격으로부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복원력이 뛰어난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IT가 변화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수용할 수 있는 민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합 및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Cisco Data Center 솔루션은 IT 조직들이 단일 시스템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을 "서비스 중심”의 

공유된 자원 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자원 풀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동적으로 통합, 분류, 프로비저닝, 액세스 될 수 있는 표준화된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1. 격리된 애플리케이션 환경 - 운영 비효율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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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진화하는 데이터 센터 자원의 통합 및 가상화는 확장성, 복원력 및 보안성이 뛰어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네트워크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로의 

안전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공하는 패브릭이며 애플리케이션, 서버, 장비 및 스토리지 등을 포함하는 공유되는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들의 배치, 연결 및 통합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올바르게 계획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성능을 최적화하며, 항상 변화하는 시장 

조건, 비즈니스 우선순위 및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SONA(Service Oriented Network Architecture) 프레임워크는 기업들에게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자원을 최적화 시켜주는 Intelligent Informa-

tion Network로 진화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Cisco SONA는 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및 비즈니스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IT를 보다 잘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에서 더욱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SONA를 기반으로 하는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IT 조직들에게 통합과 비즈니스 지속성에 대한 즉각적인 데이터 센터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아키텍처적인 접근 방식 하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가상화 및 주문형 컴퓨팅 기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IT 관리자들은 비즈니스 목표에 가장 잘 부합되는 컴퓨팅,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치하는데 있어 다양한 선택의 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IT 

관리자들이 이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검증된 참조 아키텍처, 입증된 최적의 설계 모범사례, 일반적인 구성 템플릿과 파트너별 구성 템플릿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시간과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기업들이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과 보안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새롭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기업들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일관된 네트워크에 기반해, 성장에 도움이 되는 IT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데이터 센터들이 다양한 레거시 및 신규 시스템과 기술을 호스팅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N-계층 애플리케이션 - 안전한 네트워크 존(network zone)은 애플리케이션 가용성과 서버 및 스토리지 활용도를 최적화 시켜주는 기술을 통해 2, 3 또는 n-계층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 - HTML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가속 및 서버 최적화 기술로 향상된 확장성과 최종 사용자의 위치와 관계없는 웹 애플리케이션 전달을 제공합니다.

• 블레이드 서버 -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가용성, 보안,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주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기반, 통합된 Ethernet 및 Infiniband 스위칭 

 기술과 배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블레이드 서버 배치와 관련된 위험을 줄여줍니다.

• 클러스터링, 고성능 컴퓨팅 및 그리드 - 시스코의 Ethernet, Infiniband 또는 Fibre Channel 기반 고성능 데이터, 서버 및 스토리지 스위칭 솔루션은 이러한 분산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데이터 및 I/O 집중 애플리케이션의 배치를 지원합니다.

• SOA 및 웹 서비스 - 시스코의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동적인 배치와 보안 인프라의 확장 및 메시지 기반 서비스와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속한 SOA 배치를 보장합니다.

• 메인프레임 컴퓨팅 - 시스코는 SNA(Systems Network Architecture), SNA-to-IP 이전, FICON, GDPS 및 네이티브 IP 메인프레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Cisco Systems, Inc.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6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Important Notices and Privacy Statement.

Page 4 of 19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의 구성요소

SONA를 기반으로 하는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Figure 2)는 다음 계층들로 구성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 사용자 대 서버, 서버 대 서버, 그리고 서버 대 스토리지 간의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역폭, 지연 및 프로토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 인터랙티브 서비스 계층 - 자원과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연계를 보장하는 Infrastructure Enhancing Service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통합 및 

최종 사용자들로의 애플리케이션 전달을 최적화하는 Application Networking Services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향상된 확장성, 관리 편의성 및 투명성을 위한 

 Networked Infrastructure Layer을 구성하는 시스코 네트워크 플랫폼 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는 새로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서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배치를 지원합니다. 

그림 2.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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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의 기반은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 요소들은 물론, 외부 사용자와 다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텔리전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패브릭은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패브릭으로 직접 통합시키는 탁월한 복원력의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장성이 높고 풍부한 서비스, 즉 서버 팜 스위칭, 높은 대역폭, 낮은 지연 서버 패브릭 스위칭, 확장성이 높은 멀티프로토콜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스위칭, 그리고 

높은 대역폭의 장거리 데이터 센터 연결 등이 포함된 독특한 연결 요건을 만족시키는 전용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프로토콜 지원은 모든 독특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는 Infiniband를 필요로 할 수 있고, 데이터 집중 그리드 애플리케이션은 10 Gigabit 

Ethernet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종 SAN은 Fibre Channel, FICON(Fibre Connection) 및 iSCSI를 필요로 하는 반면, 동기화된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센터 

간에 DWDM 연결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이러한 네트워크 인프라 플랫폼들이 사용자,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자원 및 2차 데이터 센터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통합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지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각 플랫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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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서버 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인프라 통합은 확장이 가능하고, 호스팅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서버 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를 동반하게 

됩니다. 시스코의 인텔리전트 IP 네트워크 인프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안전하고 최적화된 사용자 액세스는 물론, 서버 계층과 클러스터링된 컴퓨팅 자원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안정적인 고속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에게 입증된 Cisco Catalyst 스위치 제품군의 인텔리전트 스위칭 기능을 

갖춘 IP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고밀도 Gigabit Ethernet와 10 Gigabit Ethernet 기술, 고가용성 서비스, 통합 보안 및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서비스 

모듈 등의 혁신을 통해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들 플랫폼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단일 물리적 스위치 인프라 상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서버 팜을 위해 안전한 격리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합 및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현재의 유연성, 가용성 및 성능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이들의 모듈식 설계는 최소한의 장애와 비용만으로도 미래의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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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집중식 계층은 데이터 센터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가상화 및 공유할 수 있으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환경에 걸쳐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관리 및 제어하고, 

데이터 센터 아키텍트를 특정 컴퓨팅 플랫폼의 요구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Catalyst 6500 제품 명세 UR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index.html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서버 패브릭 네트워크

저렴한 상용 서버들을 클러스터링하여 많은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것에 대한 잠재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교육 및 연구 

커뮤니티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클러스터 기술을 이용하여 고성능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빨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PC(High Performance Compute) 애플리케이션들은 빠르고 저렴하게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HPC 클러스터들은 상용 서버들로 구축되며, 이들 서버는 다수의 노드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의 분산된 병렬 처리를 지원합니다. HPC의 한가지 특징은 

클러스터 효율과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속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HP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2개 이상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노드를 

이용하여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HPC 클러스터들은 상용 서버들로 구축되며, 이들 서버는 다수의 노드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의 분산된 

병렬 처리를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은 보통 노드들 간의 병렬 처리도가 높은, 프로세스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므로 클러스터 효율과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고성능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Cisco Catalyst Ethernet 솔루션과 Infiniband Server Fabric Switches는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서버 연결 기술을 제공하여, 모든 HPC 환경에서 필요한 고대역폭과 

낮은 지연 속도를 보장합니다. 시스코는 고대역폭 및 낮은 CPU 커뮤니케이션 지연속도를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Infiniband 솔루션, 그리고 다소 높은 

지연속도가 허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Ethernet 솔루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시스코의 SFS 3000 서버 패브릭 스위치는 표준 기반 Infiniband 기술을 이용하여 스위칭된 멀티테라비트 연결과 인텔리전트 제어 아키텍처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위칭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대역폭, 낮은 지연속도의 연결은 매우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서버 요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확장, 장애 복구, 빠른 

배치 및 자원 통합을 위해 필요에 따라 완벽하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서버 자원들의 풀링, 통합 및 가상화는 성능을 현저하게 향상시켜주며, 전체 소유비용을 

낮춰주고, IT 조직들이 비즈니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원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FS 제품군 명세 URL: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641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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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Storage Area Network

스토리지 요구사항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DAS(Direct-attached Storage) 및 고립된 SAN 아일랜드로부터 확장 가능한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네트워크로의 업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 소유 비용과 비즈니스 복원력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주며, 비즈니스 지속을 위한 효율적인 스토리지 풀링과 활용은 

물론 일관된 데이터 복제 및 미러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킹은 공유된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 스토리지의 통합, 공유, 액세스, 복제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시스코 스토리지 네트워킹 솔루션은 스토리지 관리자들이 총 소유 비용(TCO)을 낮추고 DAS 및 1세대 SAN 솔루션 상에서의 비즈니스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스코는 Cisco MDS 9000 Series 멀티레이어 스위치를 통해 차세대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어드벤스드 데이터 네트워킹 경험을 

스토리지 환경에 적용하여 스토리지 네트워킹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VLAN과 IP Security(IPSEC) 기술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각각 

Virtual SAN(VSAN)과 Fibre Channel Security Protocol로 적용시켰습니다. 

플래그쉽 스토리지 플랫폼인 Cisco MDS 9500 Multilayer Director는 가용성, 보안 및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인텔리전트 서비스로 디렉터급 스위치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Cisco MDS 9500 Series 스위치들은 낮은 TCO로도 대규모의 SAN 배치를 보장합니다. 고성능 멀티프로토콜 스위치 상에서 풍부한 인텔리전트 

서비스들을 활용함으로써, Cisco MDS 9500 Series 플랫폼은 다수의 SAN 아일랜드들을 하나의 물리적 SAN 인프라로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엄격한 보안 및 가용성 

요건들을 만족시켜줍니다. VSAN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 상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SAN 통합을 제공합니다. Cisco MDS 9500 Series 스위치는 Fibre 

Channel, FICON, iSCSI(Internet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FCIP(Fibre Channel over IP) 및 Gigabit Ethernet을 포함하는 주요 스토리지 네트워킹 

프로토콜들을 지원합니다. 이 멀티프로토콜 솔루션은 적절한 가격과 성능 수준에서 SAN 커버리지를 모든 시스템으로 확대합니다. MDS 9000은 또한 공개된 표준 기반 

API를 통해 Storage Fabric Service에 대한 진정한 “플랫폼”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MDS 상에서 완전히 호스팅 되거나(즉, 가상화 또는 

서버리스 백업)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서버리스 백업, 복제 또는 포인트 인 타임 복제).

MDS 9000 제품 명세 UR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ps4159/ps4358/index.html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Data Center Interconnect Network

데이터 센터 통합을 지향하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MAN 또는 WAN으로 주 데이터 센터와 2차 데이터 센터를 연결시켜 다운타임의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지연속도가 낮은 고속의 데이터 센터 연결을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간의 데이터 복제 및 미러링, 서버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시스코의 유연한 데이터 센터 연결 솔루션은 Cisco ONS 15000 MSTP(Multi-Service Transport Platform)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DWDM(Dense Wave-Division Multiplexing) 및 SONET/SDH(Synchronous Optical Network/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서비스 같은 옵티컬 기술을 통해 

매우 높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속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FICON, ESCON, Fibre Channel, FCIP(Fibre Channel over IP) 같은 스토리지 프로토콜과 

WAN/MAN 상에서의 Gigabit 및 10-Gigabit Ethernet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통합과 비용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에서 탈피해, 스토리지, 데이터 및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단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ONS 15454 MSTP는 어드벤스드 ROADM(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파장 서비스를 

손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노드에서 원격으로 용량을 추가 및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주기적인 백업이나 폴백 복구 요구사항 등 변화하는 데이터 센터 대역폭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동적인 파장 전달을 보장합니다. GUI 기반의 MetroPlanner 

툴은 토폴로지, 파이버 인프라 및 지원되는 트래픽 등을 기반으로 DWDM 네트워크 설계를 도와줍니다.  Cisco ONS 15454 MSTP에 자동 전원 제어가 내장되어 있어 

네트워크 설치, 낡은 파이버 수리 및 파이버 단절 후의 재시작 동안 발생하는 증폭기 게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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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는 또한 Cisco ONS 15216, ONS 15530, ONS 15540 등 메트로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DWDM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들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를 투명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증가된 용량(파이버 페어에서의 Gigabit Ethernet, Fibre Channle/FICON 등의 추가 서비스), 고밀도 서비스 통합(하나의 파장 상에서 다수의 

서비스), 2.5~10Gbps 파장으로의 확장, 그리고 서비스 홉합(같은 파장 상에서 다양한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스코의 Data Center Interconnect Solutions는 업계를 선도하는 스토리지 벤더들과 상호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되어 안정적이고 위험부담 없는 배치 및 운영을 

보장합니다.

CWDM, DWDM, SONET/SDH 및 기타 ONS 플랫폼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NS 15000 제품군 명세 UR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index.html

Data Center Interconnect Solution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ucts_white_paper0900aecd803e884f.shtml

인터랙티브 서비스 계층

데이터 센터 설계자들은 스토리지 가상화, 정책 기반 프로비저닝, 적응성 위협 방어,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등 시스템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정보, 지원 서버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빠르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배치, 관리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동적인 보안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생성하고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Services Oriented Infrastructure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기반 인프라 플랫폼 내에 통합된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조합은 물론, 장비, 스토리지 시스템 및 서버 호스트 

상에서 제공되는 보완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 시스템 인텔리전스를 보여줍니다.  이Interactive Service Layer (그림 4)는 Infrastructure Enhancing Services와 

Application Networking Services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nfrastructure Enhancing Services는 호스팅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향상켜주며, 과거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엔드 시스템에서 분산된 서비스로만 

제공되었던 이종 서비스들 간의 중앙집중화와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는 통일된 운영과 향상된 성능은 물론, 선택의 폭이 보다 

넓은 엔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Infrastructure Enhancing Services의 예로는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 같은 Compute Services와 지연 속도가 낮은 

클러스터링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가상화, 복제 및 가상 패브릭 같은 Storage Fabric Services와 방화벽, 침입 탐지 및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보호 서비스 형태의 Security Services도 포함됩니다.

인프라가 중앙의 장소로 통합됨에 따라, 곳곳에 위치한 원격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SOA 및 웹 서비스로 지향하는 추세는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및 통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Networking Services는 

최종 사용자로의 애플리케이션 전달을 개선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계층,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향상시켜 줍니다. Application 

Delivery Services는 사용자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향상된 최종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서비스들에는 Wide-Area Application Services, Applica-

tion Acceleration Services 및 Load Balancing and Offload Services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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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서비스 계층:인프라 개선 서비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를 통해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과거 분리된 스토리지 및 서버 장치들에서 제공되었던 고성능 중앙집중식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패브릭 서비스: 시스코는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확장성, 이종 스토리지 가상화, 비즈니스 지속성 및 SAN 연장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스토리지 인프라의 효율, 관리와 가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Cisco MDS 9000 Series 스위치와 SSM(Storage Service Module)은 가상화, 데이터 복제, 백업, 

비즈니스 지속 솔루션의 확장성, 가용성, 보안 및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고성능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스토리지 환경에 

걸쳐 일관된 서비스와 향상된 업타임, 그리고 낮은 TCO를 제공합니다.

그림 4. 인터랙티브 서비스 계층 컴퓨팅, 보안, 스토리지 패브릭, 애플리케이션 전달 및 애플리케이션 지향 네트워킹 통합 서비스.



Cisco Systems, Inc.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6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Important Notices and Privacy Statement.

Page 11 of 19

SSM은 파트너와 ISV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 기반 API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FAIS(Fabric Application Interface Standard) API는 EMC의 Invista와 

같은 타사 가상화 엔진에 표준 기반 인퍼페이스를 제공하여 가상화 제어 데이터를 MDS 9000에 넘겨줍니다.  그 결과 높은 스토리지 활용도, 계층 구조의 스토리지 

서비스 생성, 동적인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 없는 스토리지 유지보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스토리지 패브릭 서비스의 또 다른 

예로는 거리를 연장시키고 데이터 복제가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쓰기 가속을 들 수 있습니다. NASB(Network Assisted Serverless Backup)은 

백업 병목구간을 없애며 테이프 가속은 원격 백업 및 복구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MDS-9000 제품군은 또한 복제, 스냅샷,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비 벤더들을 위해 공개 API(SANTap)을 지원합니다. 이 API는 타사가 데이터 경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 스토리지 

환경의 성능이나 가용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없애줍니다.

스토리지 패브릭 서비스 URL : http://www.cisco.com/en/US/netsol/ns515/networking_solutions_package.html

보안 서비스: 지난 10년의 경제 성장기 동안 급조되었던 다양한 시스템들의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들은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스템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일관되지 않은 정책 집행을 해결하고 보안 직원들의 과다한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 물리적인 애플리케이션 격리나 경계선 방어에 

의존하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섬세하고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자원과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인프라 상의 모든 

시스템으로 공격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데이터 센터를 일관되게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는 안전 지역 내에서 서버,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심도 있는 통합 보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조직 안팎에서 발생하는 공격들을 방지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안 전략,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들은 IP, 스토리지 및 상호연결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멀티레이어 보안을 제공하는 심도 있는 방어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포괄적인 보안 솔루션을 

통해 일관된 보안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Cisco Catalyst 6500 Series 플랫폼을 위한 통합 보안 서비스 모듈들은 VLAN 간의 가상화된 하드웨어 기반 방화벽 

기능, 침입 탐지,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방어, SSL 및 IPSec VPN 터미네이션 등을 제공합니다. 보안 포트폴리오를 마무리 짓는 것은 Cisco IOS 

Software의 풍부한 보안 기능들, 보안 관리 툴 및 엔드포인트 호스트 보호 솔루션입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상에서 VSAN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표준 기반 호스트 인증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Cisco Self-Defending 

Network 비전은 인프라 보안 정책 집행을 향상시키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자동화를 통해 수동 작업을 줄여주는 시스템 기반 보안 솔루션을 통해 심도 있는 통합 

보안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SFS 제품군 명세 URL: http://www.cisco.com/en/US/netsol/ns340/ns394/ns171/networking_solutions_packages_list.html

컴퓨팅 서비스: 통합된 데이터 센터 환경들은 더 높은 컴퓨팅 용량 밀도를 갖게 되며 각각의 서버 플랫폼과 지원되는 OS 내에서 더 균등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컴퓨팅 

서비스는 관리 편의성, 통합, 가상화 및 컴퓨팅 자원의 자동 주문형 프로비저닝의 효과를 향상시키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밀집된 데이터 센터 환경 내의 

서비스들이 밀도 높은 인프라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패브릭과 CPU, 메모리, I/O로 구성된 컴퓨팅 자원 풀을 제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며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요구에 맞춰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서버 활용도를 향상시키려면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간의 느슨한 

결합을 통해 자동적이며 동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느슨한 결합은 애플리케이션과 가용 컴퓨팅 자원을 실시간으로 매핑시켜주는 가상화 기능을 통해 

구현됩니다.

컴퓨팅 서비스에는 서버의 프로세싱 부하를 덜어서 서버의 프로세싱 능력을 트랜잭션 및 비즈니스 로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물론, SSL이나 TCP 터미네이션 

같은 프로세서 집중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컴퓨팅 서비스에는 가용 컴퓨팅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자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 시켜주는 프로토콜을 

이해 및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패브릭이 제공하는 인텔리전스가 포함됩니다. 컴퓨팅 서비스에는 저 지연 패브릭(Ethernet 또는 Infiniband), 높은 처리 능력, Inter 

Process RDMA 같은 다수의 호스트에 걸친 Communication (IPC) 링크, 그리고 VFrame 같은 환경에서 자원 풀을 관리하기 위한 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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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전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중앙 데이터 센터 안으로 통합됨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원격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건, 인터넷 상의 고객이건,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트너이건 상관없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코의 애플리케이션 전달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파일 및 프린트 서비스, IP 커뮤니케이션, 메시징 및 리치 미디어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가장 폭넓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시스코의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는 지점 직원들이 WAN을 통해 중앙에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및 리치 미디어에 완벽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업들이 분산된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앙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센터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원격 사용자들에게 LAN과 

같은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WAAS 기술에는 파일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과 관련된 대역폭과 지연속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캐싱, 압축 및 프로토콜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Application Acceleration Services는 원격 사용자를 위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HTML 및 XML)의 전달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대역폭 이용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용량을 극대화합니다. 시스코의 AVS 제품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기술은 대역폭 효율, 감소된 지연속도,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서버 오프로드 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합니다. 실제 배치 시, 고객들은 최종 사용자 응답 시간을 최대 5배까지 향상시켰고, 애플리케이션의 대역폭 이용도를 최대 90%까지 감소시켰으며, 

서버 부하 역시 최대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드벤스드 멀티캐스트 지원과 서비스 품질(QoS) 메커니즘은 대역폭이 풍부한 데이터센터에서 저속의 사용자 

연결로 트래픽이 이동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보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전달 서비스 URL :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contnetw/index.html

Cisco AON(Application-Oriented Networking) 기술은 전통적인 아키텍처 및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기능의 컨버전스를 

돕는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 내장 제품 및 솔루션들을 위한 기반입니다. Cisco AON 기술은 네트워크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연동, 애플리케이션 대 애플리케이션 보안,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비즈니스 이벤트 가시성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배치 및 

연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조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어드벤스드 공통 관리 인터페이스, 기능 및 툴을 제공하여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복잡성과 교육 기간을 

단축시켜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더욱 빠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Role-Based Access Control를 통해 관리자들은 지정된 자원에 대한 관리 제어를 전문 직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에는 다섯 개의 관리 편의성 분야를 포함합니다.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Version 3 - IP 스위치드 및 라우티드 스토리지와 옵티컬 네트워크 상에서 공통된 MIB 포맷을 지원하며 구성, 인벤토리 

및 변경 관리를 도와줍니다.

• 간편한 관리를 지원하는 내장된 관리 에이전트 - 어댑티브 정책 기반 관리, 신속한 대응을 통한 문제 예방, 그리고 단순화된 서비스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Catalyst 6500 Series 플랫폼용 CiscoView Device Manager 에이전트와 MDS-9000 제품군용 Fabric Manager 에이전트는 엔드 투 엔드 정책기반 구성을 

도와줍니다.

• 서로 비슷한 Cisco IOS Software와 SAN OS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 - 관리자와 장치들 간의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표준 공통 정보 모델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관리 API - 타사 시스템 관리 배치를 단순하게 해줍니다.

• 공통된 어드벤스드 진단 기능 - 실시간 모니터링, 이력 통계 수집 및 보고 기능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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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가상화는 통합이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애플리케이션과 기반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인프라 간의 추상적인 

계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화는 다수의 물리적 개체로부터 하나의 논리적 개체를 만들거나 하나의 물리적 개체로부터 다수의 논리적 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체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는 더 나은 활용도와 빠른 프로비저닝을 제공하며 유지보수 등이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줍니다. 가상화의 또 다른 주요 혜택은,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에서 실행되면서도 서로 안전하게 격리된 다수의 IT 인프라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은 각각 별개의 워크그룹이나 비즈니스 또는 회사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인프라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데이터 센터 가상화 달성

그림 5. 네트워크 가상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의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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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는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잘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는 VALN, Frame Relay/Asynchronous Transfer Mode, Permanent Virtual 

Circuits 및 VPN 등이 포함됩니다.

시스코는 스토리지, 컴퓨팅, 네트워크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 환경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가상화와 프로비저닝을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파트너들과 함께 MDS 9000 Series 플랫폼을 위한 Storage Service Module 상에 통합된 어드벤스드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특히, 이종 스토리지 환경 내에서 프로비저닝을 위한 중앙 지점 볼륨 관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상된 활용을 통해 백업 및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한 비용도 

절감시켜줍니다.

시스코의 Server Fabric Network 플랫폼은 가상화와 부트 서비스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향상된 서버 가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로 

다른 서버 개체들은 서버 스위치 패브릭 상에서 일반적인 스테이트리스 서버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서버 개체를 물리적 인프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시스코는 업계 

표준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즈된 가상 서버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상화와 부트 서비스 - 네트워트 상에서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OS, 스토리지, 보안 및 I/O 자원의 모든 조합을 포함하는 고유 특성들을 로딩함으로써 서버를 진정한 ?    

 “스테이트리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군 - 서버 스위치 하드웨어에 정책 및 프로비저닝 인텔리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자원으로부터 가상 서버를 언제, 어떻게 

생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인텔리전스로 시스코 서버 패브릭 스위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고 가용성과 비즈니스 지속성 달성

비즈니스 지속성은 데이터 센터 통합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직원, 고객 및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고 규제도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장애 대응 및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비즈니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종종 2차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여 주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통합과 규제 요건의 강화라는 추세 속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큰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비즈니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들은 단순한 테이프 백업이나 원격 복제에서 동기화된 미러링이나 미러링되는 분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지속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장애 발생시에도 사용자의 액세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원력 높은 통합된 비즈니스 지속 

네트워크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다수의 사용자 액세스 기술과 데이터 센터 및 복구 사이트 간의 향상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

, 포괄적인 비즈니스 지속 전략을 지원합니다. 시스코 비즈니스 지속 네트워킹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 복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그림 

6). 이 기술들은 데이터 복원력, 애플리케이션 복원력 및 사용자 액세스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원력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데이터의 보호, 복제 및 백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고용량, 저 지연 데이터 센터, MAN 및 WAN 데이터 센터 연결 - 시스코 스토리지, 옵티컬 및 WAN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고대역폭, 저 지연 솔루션들은 사용자 세션을  

보호하고, 트랜잭션 손실을 방지하며, 미러링된 사이트 간의 자동 장애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무손실 데이터 미러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 Cisco MDS 9000 플랫폼 상의 FCIP(Fibre Channel over IP), 압축, 암호화 및 Inter-VSAN Routing과 같은 SAN 연장 기술들은 원격 사이트로의 복제 및 백업과 

관련하여 거리, 보안, 대역폭 활용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쓰기 가속, 테이프 가속 및 서버리스 백업과 같은 기술들은 지연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연장시켜주며, 스토리지 

복제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줍니다.

• 타사 비즈니스 지속성 애플리케이션 지원 - 시스코의 SANTap API를 통해 MDS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에 시기 적절한 복제 및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와 같은 복원력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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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복원력

애플리케이션 복원력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이터 센터 간의 애플리케이션 환경 연장 - 고가용 클러스터,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 간의 로드 밸런싱, 그리고 고성능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IT 조직들은 서버 

장애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센터 간의 애플리케이션 환경 연장 - 대대적인 데이터 센터 장애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간에 자사의 클러스터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IBM 메인프레임 GDPS(Geographically Dispersed Parallel Sysplex)와 마이크로소프트의 GeoCluster for SQL Server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리던던시를 달성하려면 지연 속도가 낮은 고속 메트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복원력

전통적으로 IT는 RPO(Recovery Point Objective) (즉, 얼마나 데이터를 잃어도 되는가?)와 RTO(Recovery Time Objective) (즉,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허용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장애 발생 후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없이 계속 갈 수 있는가를 지칭하는 RAO(Recovery 

Access Objective)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시스코 아키텍처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줍니다.

• 가상 사설망을 통해 지점의 고객들과 원격 근무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이 복구되는 대로 이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Global Site Selector - 이것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가장 사용이 용이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체 사이트로의 사용자 액세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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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스코 비즈니스 지속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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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

시스코와 파트너들은 네트워크 장치와 어드벤스드 네트워크 관리 툴의 폭넓은 관리 기능들을 활용하여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의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툴: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과 설계자들은 시스코와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전문 툴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고,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설정, 모니터링 및 튜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은 운영자들이 운영을 단순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데이터 

센터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TCO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스코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는 웹 기반 GUI를 가진 포괄적인 툴 제품군인 CiscoWorks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만들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CiscoWorks 툴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CiscoWorks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집중화된 자동 프로비저닝, 변경 관리,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iscoWorks는 완전한 구성,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기능을 사용이 쉬운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및 용량 계획과 같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도메인에 알맞은 역할 기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도 지원합니다. 

Cisco Fabric Manager는 스위치 및 패브릭 운영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SAN에 위치한 Cisco MDS 9000 Family 스위치의 관리를 간편화하는 사용이 쉽고 

속도가 빠른 웹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Cisco Fabric Manager는 스토리지 운영자들에게 탐색, 복수 스위치 구성, 지속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는 

패브릭 전반에 걸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강력한 접근 방식은 스위치 셋업 시간을 대폭 줄여주고, 전반적인 패브릭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네트워크 문제와 구성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진단 기능을 지원합니다.

VFrame은 공유된 서버 및 I/O 자원 풀을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차용 및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비저닝 및 오케스트레이션 제품입니다. Cisco VFrame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는 서버 스위치를 프로그래밍하여 디스크리스 서버를 공유되는 I/O 및 스토리지 자원 풀로 매핑시키는 방식으로 가상 “컴퓨팅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VFrame은 관리자들이 수초 내에 컴퓨팅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정책에 따른 작업 자동화와 네트워크 및 서버 아키텍처의 

단순화를 가능하게 하여 총 소유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시켜 줍니다. VFrame은 또한 자동 서버 장애복구, 중앙집중식 I/O 관리 및 디스크리스 서버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다운타임을 줄여줍니다. 

데이터 센터 파트너쉽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주요 데이터 센터 벤더들에게 유연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완전한 컴퓨팅, 스토리지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코의 파트너에는 EMC, Hewlett Packard, HDS, IBM, Microsoft 등 시장 선두주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코는 개별 기업들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통합된 전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업계 선두주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쉽을 통해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비즈니스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설계, 배치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전문성,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한 성공 가속화

Cisco Technical Support Services와 Advanced Services는 24시간 제공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링 지식, 실제로 입증된 프로세스 및 절차, 

혁신적인 지원 툴, 그리고 전문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은 네트워크 복원력, 가용성 및 보안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네트워크 용량 및 성능 수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킴으로써 네트워크 가동시간과 성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고, 비즈니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배치를 위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계획, 설계 및 구현 최적사례는 물론, 경험이 많은 전문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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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의 계속되는 혁신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기업들이 업계 추세에 대응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대해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효율과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스코 아키텍처는 중/

단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금 시스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미래에도 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기술을 진화시키고, 새로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업계의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는데 있어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고객들이 통합, 가상화 및 자동화 단계를 거쳐 각자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통합 -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나의 공유된 인프라로 통합하여 확장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과 복잡함을 감소시킵니다.

• 가상화 -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의 가상화와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는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면서 활용도와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 자동화 - 변화하는 로드와 장애 또는 공격 등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원의 동적인 모니터링, 프로비저닝 및 오케스트레이션은 전반적인 IT 민첩성을 

향상시켜주며 운영 요건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그림 7.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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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코인가?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이 각자의 데이터 센터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변화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비즈니스의 복원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대부분의 통합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Cisco Data Center Solution에 내재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조합을 통해 데이터 센터 자원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더욱 잘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IT 관리자들은 관리, 교육, 부품 및 지원 비용을 통합하여 운영 비용을 줄이고, 문제 해결 및 

애플리케이션 배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서비스, 세계 정상급 서비스 및 지원, 레퍼런스 설계와 소중한 파트너 관계에 기반한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는 실제적인 데이터 센터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완전한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Cisco Data Center Network Architecture 및 Data Center 솔루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datacenter

사용자 액세스 복원력

전통적으로 IT는 RPO(Recovery Point Objective) (즉, 얼마나 데이터를 잃어도 되는가?)와 RTO(Recovery Time Objective) (즉,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허용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장애 발생 후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없이 계속 갈 수 있는가를 지칭하는 RAO(Recovery 

Access Objective)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시스코 아키텍처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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