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팀이 비즈니스 성장에 필수적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속도 및 민첩성과 더불어 성능을 혁신하고 캐시백 혜택도 함께 누리십시오!

최대
미화500달러
캐시백

한정 기간 특별 행사
(뒤 페이지 참조)

어디서든 데이터 센터의 장점 활용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UCS®)  
서버, 네트워킹, 관리 및 스토리지 액세스를 
하나의 단순화된 플랫폼에 통합

더 적은 투자로 더 큰 가치 창출 
• 프로비저닝 시간 83% 감소 

운영 및 관리 비용 66% 감소  
배선 77% 감소로 관련 비용 73% 절감
전력 및 냉각 비용 49% 감소 
설치 단계 67% 감소로 Cisco UCS 블레이드 배치 시간 
77% 단축 
100건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세계 기록 보유

•
•
•
•

•

Cisco Nexus 스위칭 솔루션 
개선된 성능, 가시성, 지원 덕분에 운영 
효율성과 유연성 향상

더 적은 투자로 더 큰 가치 창출 

Making IT 
The Centre of Business

중단               속도       효율성    성능 

• 네트워크 프로비저닝에 소요되는 시간 
58% 감소
25%의 자본 비용 절약 
관리비 21% 감소 
전력 및 냉각 비용 45% 감소 
10~20%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최적화

•
•
•
•



스위칭 솔루션

조건
• 200달러 캐시백 혜택은 엄선된 C220/C240 번들을 먼저 구매한 200명의 고객에게만 선착순으로 주어집니다. 

미화 500달러 캐시백 혜택은 UCS 미니를 먼저 구매한 100명의 고객에게만 선착순으로 주어집니다. 
C220 M4 Entry 1P 및 Entry Plus 1P 모델을 제외한 UCS 전 모델에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든 프로모션 혜택은 2016년 4월 29일까지 아태 지역의 고객에게 유효합니다. 

•
•
•

가상화 솔루션 

포함
Smart Net Total Care: 3년, 24 x 7 x 4 Onsite

모델
Cisco UCS C220 M4 랙 서버 

포함
PSS(Partner Support Service): 3년, 24 x 7 x 4 Onsite 

모델
Cisco UCS B200 M4 블레이드 서버

모델
N9K-C9372PX-E-B18Q

모델
N9K-C9372TX-E-B18Q

단순한 랙 서버 

모델
Cisco UCS C220 M4 랙 서버 

5VM 기본 모델: 랙 서버 

지금 시작하십시오! 프로모션 문의: 080-850-8083
시스코 데이터 센터 캐시백 프로모션 광고에 대한 문의라고 말씀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UCS C 시리즈
캐시백 혜택 살펴보기

5VM 기본 모델: UCS 미니

포함
솔루션 지원: 1년, 8 x 5 NBD.

포함
Smart Net Total Care: 3년, 8 x 5 NBD.

캐시백 신청

해당 C220 단일 프로세서 
랙 서버를 3년 Smart Net 
Total Care 서비스와 함께 

할인가에 제공

미화 200달러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는 C 시리즈 
듀얼 프로세서 서버

500달러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는 Cisco UCS 블레이드 

미니 섀시 번들

Cisco Nexus 9372 2대를 
구매하면 8개의 40G BiDi 
송수신기 무료 제공

단일 6코어 CPU, 8GB 메모리, 
300GB HDD 2개 탑재

듀얼 6코어 CPU, 64GB 메모리, 4TB HDD 탑재

일부 UCS C240 모델에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LAN 및 SAN 연결용 듀얼 10G 통합 패브릭 스위치 
(기본 모델: UCS 미니)

E5-2609 v3 2개/1.90GHz/6코어/85W/15MB 캐시, 64GB DDR4 
RDIM(2133 MHz 16GB 4개), 블레이드당 40 Gbps의 I/O, 블레이드당 
300GB HDD 2개

서버 두 대용 Cisco One Foundation for Compute 라이센스

48포트 x 1/10Gbps SFP+ 2개, 
40Gbps 고정형 QSFP+ 포트 6개, 
QSFP BiDi 송수신기 8개

48포트 x 1/10GBASE-T 2개, 
40Gbps 고정형 QSFP+ 포트 6개, 
QSFP BiDi 송수신기 8개

상세 정보 ▶ 상세 정보 ▶

www.ciscorewarding.com
http://eventcheckin.co.kr/cisco/2016/0119_Flyer/CSeries_smartplay_c2p_aag_KO.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