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없는 인터넷
여러 통신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코로케이션 센터를 선택합니다.

코로케이션 센터의 성공은 인터넷 액세스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VPN 터널, 메일 게이트웨이, DNS 서버 
등을 구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곳의 장애 지점도 없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  이중 방화벽

   •  에지 라우터

   •  다양한 통신사를 통한 인터넷 액세스

확장성
지금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을 구입합니다.

(코어 스위치, 방화벽, 인터넷 연결에 대한) 네트워크 이중화를 계획합니다.

5년 후에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일지 생각해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앞으로 10Gbps, 40Gbps, 
아니면100 Gbps를 사용하게 될까요? 예상되는 성장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몇 대의 서버가 필요할까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전략을 선택합니다.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완전히 재구축하지 않고도 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중화

사내든 코로케이션 센터에든 서버 룸은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중화하여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트워크를 계속 운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실행합니다.

   •   액티브/액티브 모드에서 두 개 이상의 스위치를 가진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액티브/액티브 또는 액티브/패시브 모드에서 방화벽을 사용합니다.

   •   여러 인터넷이 연결된 한 지점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표준화
서버를 단일 브랜드와 모델로 선택합니다.

서버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혼합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의 제조사로 통일하고 가능하다면 하나의 모델로 
표준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을 관리하기가 용이해지고 기술 지원을 단순화 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지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가능한 많은 서버를 가상화합니다.

대부분의 공급업체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VM(가상 머신)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서버를 가상화 
할 때마다 하드웨어, 전력, 냉각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가상화를 통해 
설정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예를 들어, VMware 또는 Microsoft)를 표준화하여 관리 및 
계획도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하드웨어 호스트을 여러 대의 서버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버 룸이 비좁아 지고 있습니까?
             IT 인프라를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코로케이션이 여러분과 같은 중견 기업에서 고려 중인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면 다음의 팁을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입니다.

사례 연구

헤이워드(Hayward) 시는 네트워크 
인프라 및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유니파이드 패브릭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제조업체는 데이터 센터 
가용성을 보증하고 확장성을 80% 
개선했습니다.

  

지금 읽어보기

자세히 보기

독일 병원은 네트워크 가용성을 
개선하여 80% 더 빠른 서버 
프로비저닝을 달성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중견기업 시장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 성장에 Cisco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5가지 팁

서버 코로케이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