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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오늘날 Microsoft Exchange  
Server 워크로드의 과제 충족 

 

개요 

이메일은 조직 대부분에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로 발전했으며, 최종 사용자 기대와 서버 요구 사항도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반영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Server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몇 

차례 릴리스를 통해 급격히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요한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재설계 

이니셔티브가 수반되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은 과거 버전에 비해 메모리 요구 사항이 훨씬 높고, 더 저렴하고 느린 

디스크에서도 매우 잘 실행되며, 복잡한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을 요구합니다. 더 느린 디스크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려면 메모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캐시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Microsoft Exchange 사서함 서버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RAM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메일이 서비스로 발전함에 따라 고가용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 가지 주요 

Microsoft Exchange 서버 역할(사서함, 허브 전송 및 클라이언트 액세스)에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능과 클라이언트 대면 서비스를 로드 밸런싱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장애 조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Microsoft Exchange를 새로 배포하거나 기존 배포 업그레이드를 계획할 때 관리자와 설계자는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스택에 대해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스택 각각은 대개 해당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영역 간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운영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단일 플랫폼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통합하면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를 사용하면 이러한 기능과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설계 

견고한 Microsoft Exchange 인프라의 계획 및 설계는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작업으로 정확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술 솔루션 개발의 지침이 되도록 고가용성을 위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서버를 지리적으로 분산할지 여부 및 전체 사이트 장애 조치 발생 방법 등의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정립이 완료되면 기술 설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각 Microsoft Exchange 역할에 사용할 서버 수, CPU 및 메모리 할당, 스토리지 

계획(디스크 유형, 속도 및 용량), 서버 가상화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 기술 사용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 Mailbox Server Role Requirements Calculator는 스토리지 외 여러 메트릭 

(예: 사서함 서버에 대한 CPU 및 메모리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사용해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 Microsoft Exchange CAS(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Microsoft 

Exchange 허브 전송 서버용 사양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CPU 및 스토리지(좀 더 좁은 범위) 

요구 사항은 특정 서버 역할을 물리적 서버에 직접 프로비저닝할지, 또는 솔루션의 일부 또는 모든 

서버에 대해 서버 가상화를 구현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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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계획 및 구현해야 하는 Microsoft Exchange 배포의 가장 복잡한 구성 요소입니다. 

모든 기능을 갖춘 SAN 구현에서 DAS(Direct-Attached Storage), 보급형 SAN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 배포 계획에 대한 설명서에서 DAS를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SAN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SAN 스토리지가 전반적인 

Microsoft Exchange용 하드웨어 플랫폼과 더 잘 통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냅샷 기반 백업과 같은 

훌륭한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icrosoft Exchange용 스토리지를 계획할 때는 스토리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IOPS(초당 

입출력 작업) 수와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 등 몇 가지 주요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 가능한 공간이 스토리지에 적용된 IOPS 수를 초과하여 인위적으로 공간 

사용량이 제한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의 아키텍처가 변경되고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속도가 더 느린 고밀도 SATA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스크는 더 빠른 대체 제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Microsoft Exchange Storage Calculator를 사용하거나 타사 SAN 공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예상 사용자 

프로필 정보(사용자 수, 사용 프로필, 사서함 크기 등)를 기반으로 올바른 디스크 수 및 RAID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에서 생성되는 IOPS 수를 줄이는(따라서 속도가 더 느린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메모리(RAM)에 더 많은 데이터를 캐시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가 

RAM에 저장되면 훨씬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디스크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사서함 서버에 할당된 메모리의 양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2~64GB RAM 또는 그 

이상의 사서함 서버를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사서함 서버의 가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종종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결정은 일반적으로, 단일 Microsoft Exchange 가상 머신에 

필요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에 비해 가상 시스템 호스트의 메모리 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 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수준 요구 사항은 이전 버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오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따라 높아졌습니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주요 영역, 즉 로드 밸런싱과 데이터 

복제에 특별히 집중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비스를 고가용성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지만, 선호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요구 사항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을 설명할 때 선호도는 세션 중에 항상 동일한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연결의 

관리입니다. Microsoft Windows에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로드 밸런싱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NLB(네트워크 로드 밸런싱)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포괄적인 기능 집합을 

제공하지 않으며 가상화된 환경에서는 배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력성 또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분산된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배포하는 

경우 각 위치에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대면(Internet-facing)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외부에서 Outlook 사용 또는 Outlook Web App 등의 서비스를 위해 

연결해야 하는 네임스페이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일부 조직은 각 데이터 센터에 대해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조직은 글로벌 트래픽 관리 솔루션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지리적 위치를 예상하는 기술 및 클라이언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데이터 센터를 결정하기 위한 DNS(Domain Name System)의 동적 조작을 함께 사용합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의 사서함 서버 가용성 모델은 이전 버전과 다릅니다. Microsoft Exchange 이전 

버전에서는 각 사서함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복사본이 SAN에 저장되었고, 여러 클러스터된 Microsoft 

Exchange Server에서 SAN에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에서는 사서함 데이터의 

여러 복사본을 사서함 서버 전체에 분산하는 복제 기반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고가용성 

모델이 서버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반 모델로 변경되며, 유연성이 매우 커집니다. 

http://blogs.technet.com/b/exchange/archive/2010/01/22/updates-to-the-exchange-2010-mailbox-server-role-requirements-calculato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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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트랜잭션 로그를 전송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LAN 시나리오에서 대역폭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WAN 환경에서는 로그 복제를 

계획할 때 대역폭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은 서버에서 트랜잭션 로그를 압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대역폭의 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대역폭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버에서 압축을 수행할 경우 CPU 사용률이 

늘어납니다. 서버에서 압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체 방법은 WAN 가속화 및 압축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해,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적이고 로컬 사서함 서버가 

없는 장소에서 클라이언트의 Microsoft MAPI(Messaging API) 트래픽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매핑 

Microsoft Exchange 환경의 계획 및 설계와 관련하여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사항을 고려한 후에는 

환경을 실행할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가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플랫폼은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Cisco 탐구의 결과물입니다. Cisco 

UCS 플랫폼은 모든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데이터 센터를 단일 관리 지점으로 통합할 수 있는 동급 

최상의 제품이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서버는 

공간, 전력, 냉각, 배선과 연결 비용, 서버 스프롤, 패치 관리, 서버 프로비저닝 및 용도 변경 등 데이터 

센터에서 직면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물리적 과제 및 관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isco에서 

구축했습니다. 

Microsoft Exchange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용 플랫폼을 평가 중인 거의 모든 조직이 누릴 수 있는 Cisco 

UCS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여러 IT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서버와 가상화,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는 IT 부서 내에서 종종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Microsoft 

Exchange 업그레이드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장기적 운영 비용과 

복잡성도 커집니다. 그림 1에서는 Cisco UCS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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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및 가상화를 응집력 있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Cisco UCS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를 사용하면 가상화할 필요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용 물리적 

서버의 관리와 Microsoft Hyper-V 및 VMware vSphere와 같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가상 플랫폼의 

관리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블레이드 서버는 절반 너비의 단일 이중 소켓 블레이드에서 

RAM ¾TB 이상, 전체 너비의 단일 4소켓 블레이드 서버에서 1.5TB를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UCS 랙 서버는 단일 2소켓 서버에서 RAM 1.0TB 이상, 단일 4소켓 서버에서 최대 2.0TB를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메모리 구성은 기존 경쟁 서버 플랫폼보다 최대값이 훨씬 더 높습니다. 표 1은 

Cisco UCS 서버 제품군의 하드웨어 기능을 보여줍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및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Intel® Xeon® 프로세서 E5 및 E7 제품군으로 

지원됩니다. 

● 이 다양한 Intel
®
 Xeon

®
 E5 프로세서 제품군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을 이룹니다. 성능 및 

내장 기능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올바르게 조합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된 Intel
®
 Xeon

®
 E5 프로세서 제품군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Intel 통합 I/O는 I/O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데이터 병목을 제거하고 민첩성을 높입니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설계 자동화 시스템 및 

실시간 재무 거래 처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환경에서 Intel
®
 Xeon

®
 E5 프로세서 제품군을 

이용하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성능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운영을 능률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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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
®
 Xeon

®
 E7 프로세서 제품군은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및 유지하는 미션 크리티컬 IT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UCS B440 M2, C460 M2 및 C260 M2 등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서버에는 확장성 개선 및 메모리와 I/O 용량 증가와 함께, 데이터 수요가 가장 많은 워크로드에 매우 적합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Intel
®
 Xeon

®
 E7 프로세서 제품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기업은 단기간의 비즈니스 수요 변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한편 장기간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안정성 및 보안 기능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고, 암호화된 트랜잭션이 

가속화되며,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증가합니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Intel
®
 Xeon

®
 

프로세서 E7 제품군은 업무상 중요한 솔루션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표 1.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기능 살펴보기 

 Cisco UCS  
C22 M3 

Cisco UCS  
C24 M3 

Cisco UCS 
C2220 M3 

Cisco UCS 
C240 M3 

Cisco UCS 
C260 M2 

Cisco UCS 
C420 M3 

Cisco UCS 
C460 M2 

멀티코어 
프로세서 

최대 2개 x  
Intel Xeon 
E5-24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
 Xeon

®
  

E5-24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processor  
E5-26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processor  
E5-2600 제품군 

최대 2개 x 
Intel Xeon 
processor  
E7-2800 제품군 

최대 4개 x 
Intel Xeon 
processor  
E5-2600 제품군 

최대 4개 x 
Intel Xeon 
processor  
E7-4800 제품군 

폼 팩터 1RU 2RU 1RU 2RU 2RU 2RU 4RU 

최대 메모리 192GB 192GB 512GB 768GB 1TB 1.5TB 2TB 

내부 디스크 
드라이브 

최대 8개 최대 24개(SFF), 
12개 LFF 

최대 8개(SFF), 
4개(LFF) 

최대 24개(SFF), 
12개(LFF) 

최대 16개  최대 16개 최대 12개 

최대 내부 
디스크 

최대 8TB SFF: 24TB ; 
LFF: 36TB 

SFF: 8TB ; LFF: 
12TB 

SFF: 24TB ; 
LFF: 36TB 

SFF 16TB SFF 16TB SFF: 12TB 

통합 네트워킹 2 x 통합 Gb 
이더넷 LOMt, 
10Gb 통합 
패브릭(선택 
사항) 

2 x 1 Gb LOM 
포트, 10Gbs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2 x 1 Gb LOM 
이더넷, 10Gb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4 x Gb LOM 
이더넷, 10Gb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2X GbE LOM 
포트, 2X 10GbE 
포트 

4 GbE LOM 
포트, 10Gbps 
통합 패브릭 
(선택 사항) 

2X 기가비트 
이더넷 LOM 
(LAN-on-
motherboard) 
포트, 2X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PCIe를 통한 I/O PCIe Gen3  
슬롯 2개: 
x8 절반 높이 
절반 길이 2개;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PCIe Gen3  
슬롯 5개:  
x4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x8 절반 높이 
절반 길이 3개;  
x16 전체 높이 
1/3 길이 1개. 

PCIe Gen3  
슬롯 2개: 
x16 절반 높이 
절반 길이 1개;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PCIe Gen3  
슬롯 5개: 
x8 3개: 
Two 전체 높이 
절반 길이 2개;  
절반 높이 절반 
길이 1개;  
x16 1개: 
전체 높이 절반 
길이 1개;  
전체 높이 1/3 
길이 1개.  

PCIe Gen2  
슬롯 6개: 
x8 낮은 프로필 
3개, 절반 길이;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슬롯 
2개; x4 낮은 
프로필, 절반 
길이 슬롯 1개. 

PCIe Gen3  
슬롯 4개:  
x16 전체 높이 
절반 길이 2개, 
라이저 카드의 
수평 슬롯;  
x8 절반 높이 
절반 길이 2개, 
마더보드의 
슬롯. 

PCIe Gen2  
슬롯 10개:  
선택 사항인 LSI 
MegaRAID 
컨트롤러를 통한 
RAID 지원을 
구성하기 위해 
11번째 슬롯 
사용 가능. 

1. RAID 0, 1, 5, 6은 있지만 RAID 10, 50, 60은 없는 4개 디스크 C200 M2에 대해 사용할 수 없음 
 

Cisco UCS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가상화 지원 덕분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데, 이는 비용과 기능 관점에서 모두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의 경우, Microsoft Hyper-V는 Microsoft Exchange 워크로드의 호스팅에 적합하며 단일 

공급업체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지원 오버헤드와 전반적인 솔루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Microsoft는 VMware vSphere에서 Microsoft Exchange의 실행을 지원하고 Cisco UCS는 

하이퍼바이저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VMware 조직은 관리 용이성, 신뢰성 및 지원 가능성에 대한 염려 

없이 VMware에 Microsoft Exchange를 배포하도록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Hyper-V의 

vCPU(가상 CPU)가 4개로 제한되므로 전에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배포를 계획할 때 일부 조직에서 

이로 인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Windows Server 2012 Hyper-V는 가상 머신당 64개의 vCPU를 

지원하므로, vCPU 제한으로 인해 Exchange를 물리적 서버에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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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는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플랫폼 서버에서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 및 단일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Cisco 

UCS는 업계 선두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i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over IP)와 파이버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스토리지 기술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스토리지 공급업체가 백업 

및 복구에 하드웨어 기반 스냅샷을 사용하여 Microsoft Exchange와의 긴밀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또한 

Hyper-V의 Windows Server 2012 릴리스에서는 상당히 높은 I/O 성능을 제공하므로, 스토리지 성능 

기반으로 가상화된 사서함 서버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에서는 단일 복사본에서 다중 복사본 고성능으로 이동하므로, 동일한 데이터의 

여러 복사본을 동일한 SAN에 저장할 경우 SAN 비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Cisco UCS 플랫폼과 통합되는 

스토리지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복제거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씬 프로비저닝 기술도 Microsoft Exchange용 스토리지를 구현할 때 초기 자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씬 프로비저닝 기술을 통해 스토리지를 초과 할당하여 SAN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IT는 SAN용 디스크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스크를 이미 프로비저닝된 LUN(논리 단위 번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씬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Microsoft Exchange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스토리지가 할당되더라도 SAN에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시간 경과에 따른 실제 

디스크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용량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플랫폼 서버의 각 UCS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에는 40Gbps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CNA(Converged Network Adapt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I/O 확장기와 함께 

Cisco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면 절반 너비 블레이드의 최고 속도는 80Gbps 대역폭, 전체 

너비 블레이드의 최고 속도는 160Gbps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NA는 최대 256개의 논리적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어댑터로 나눌 수 있으며, 하이퍼바이저(Microsoft Hyper-V 또는 VMware VSphere)에는 

이들이 네트워크 어댑터 또는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로 표시됩니다. CNA의 유연성은 성능의 희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TechEd 2012 Europe에서 진행된 최근 데모에서 Cisco UCS 플랫폼은 IOPS(초당 

입출력 작업) 900,000의 처리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준의 처리량은 Microsoft Exchange와 같은 

까다로운 워크로드의 가상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UNS(Unified Network Services) 

포트폴리오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 및 WAN 최적화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용성 높은 Microsoft Exchange 환경에서는 로드 밸런싱이 매우 중요하므로 

Cisco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를 통합하여 관리를 통합하고 공급업체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배포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ACE 어플라이언스는 또한 SSL 오프로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SL 오프로드 기술은 CAS 서버에서 암호화 프로세싱을 이동하므로, CPU 사용률이 줄고 

CAS 서버에 용량이 추가됩니다. SSL 오프로딩을 사용하면 인증서 관리 오버헤드도 감소하는데, 이는 

SSL 인증서를 여러 서버가 아니라 한 곳, 즉 ACE 모듈에서만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Microsoft OWA(Outlook Web App), EAS(Exchange ActiveSync) 및 OA(외부에서 Outlook 사용) 등의 

클라이언트 대면 서비스에 대해 단일 통합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관리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솔루션이 있지만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솔루션은 

Cisco GSS(Global Site Selector)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Cisco GSS는 서버와 서비스 상태 

및 클라이언트 위치를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에 대해 지능적인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클라이언트는 표준 

DNS 조회를 통해 Cisco GSS와 연결되므로, 최종 사용자 장치 또는 시스템이 글로벌 인식 설계에서 

작동하도록 변경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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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전체적으로 배포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연결이 초과 사용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지사의 Microsoft Outlook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되는 트래픽 양을 줄이기 위해 WAN 최적화 솔루션을 

추가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isco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어플라이언스는 

솔루션의 일부로서 구축할 수 있는 Cisco UNS의 또 다른 통합 구성 요소입니다. 

관리 용이성 

Cisco UCS Manager 애플리케이션은 Cisco UCS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Cisco UCS는 

Microsoft System Center 제품군과 긴밀하게 통합되므로, Microsoft Exchange에 대한 동급 최상의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Cisco VM-FEX 기술을 추가하면 Microsoft Hyper-V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며, 패브릭의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포트 매핑은 

가상 머신과 함께 이동합니다. 

Windows Server 2012는 타사에서 Hyper-V용 사용자 지정 가상 스위치를 제공하여 Hyper-V에서 

네트워킹 계층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는 이 스위치 확장성 기능을 통해 업계 선두의 

Cisco Nexus 1000V Series를 Microsoft Hyper-V 가상 스위치와 통합했습니다. Cisco Nexus 1000V 

Series에서는 가상화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가상 액세스 계층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1000V Series를 사용하면 Cisco UCS 관리 툴을 통해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합할 때, Microsoft 

Hyper-V 가상 머신에 대한 네트워크의 관리 및 경험이 일관성 있게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림 2.   Cisco Data Center VM-FEX는 또 다른 새로운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Hyper-V 

기능인 SR-IOV(Single Root I/O Virtualization)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 패브릭 기술 및 

CNA를 확장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Microsoft Hyper-V에서 가상 스위치가 생성되며, 이들은 

물리적 네트워크 어댑터에 연결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상 스위치에 연결된 가상 머신에 

대해 외부 연결이 제공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가상 스위치를 통해 처리되므로 스위칭 

계층에서는 통신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SR-IOV에서는 가상 머신이 가상 스위치를 

직접 바이패스하고 베어 메탈 성능을 제공하는 가상 기능을 사용해,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제공하는 가상 장치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니다. Cisco Data Center VM-FEX는 SR-IOV를 

지원하며, 통합 패브릭과 결합되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편 표준 Cisco UCS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리 및 모니터링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림 2는 그림 1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Cisco Data Center VM-FEX는 스위치 인터페이스를 가상 머신으로 직접 

확장합니다. SR-IOV와의 네트워크 트래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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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는 Microsoft SCOM(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을 통해 Microsoft Exchange 2010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확장 관리 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계층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므로 

모니터링은 OS 계층의 맨 아래에서 중단됩니다. Microsoft SCOM용 Cisco UCS 관리 팩은 섀시에서 

가상 머신 계층까지 전체적인 통찰력과 함께 누락된 계층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SCOM을 Microsoft 

SCVMM(System Center Virtual Machine Manager)과 결합하면 가상 머신 및 가상 머신이 실행되는 

호스트를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CVMM을 사용하면 호스트 시스템 전체에서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스의 가용성에 대한 

염려 없이 Cisco UCS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동적으로 다시 균형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을 통합 

패브릭에 연결하는 Cisco VM-FEX 기술은 낮은 수준에서 Microsoft Hyper-V와 통합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많은 호스트(블레이드 또는 ACK) 노드 전체에서 가상 머신을 이동하는 기능을 통해, 

그리고 Microsoft Hyper-V와의 DMA(Direct-Memory-Access) 통합 수준 덕분에 향상된 성능을 통해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Cisco VM-FEX가 유연한 워크로드 균형 재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3.   Cisco VM-FEX를 사용하면 가상 머신 링크를 관리하고 물리적 링크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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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hange 2007에서 Microsoft Exchange 관리자는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Microsoft 

Windows PowerShell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2010 및 많은 Microsoft 서버 

플랫폼에서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관리자는 대규모 Microsoft Exchange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특정 시점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Windows PowerShell로 전환해야 합니다. 

Cisco UCS는 Windows PowerShell과 투명하게 통합되므로, Microsoft Exchange 관리자는 하드웨어 

수준까지의 Windows PowerShell 학습에 대한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는 관리자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및 가상 스택 전반에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툴셋을 실행합니다. IT 부서는 관리를 통합하여 효율성 증가를 누릴 수 

있지만, Cisco UCS Manager 툴셋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 리소스 집합(예: 스토리지 리소스 및 네트워크 

리소스)에 걸쳐 업무가 분할되고 계층식 IT 지원 모델 지원의 복잡성이 크게 완화됩니다.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은 BIOS와 펌웨어, 스토리지, 네트워킹 계층에서 OS까지 Cisco UCS에서 

실행되는 가상 머신 또는 서버 집합의 엔드 투 엔드 세부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리자는 특정 서비스(예: 

Microsoft Exchange)를 실행하는 모든 서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하드웨어 구성의 미묘한 차이 

또는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 펌웨어의 특정 버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매우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면, 특정 서비스 프로필이 할당된 모든 서버가 일관성 있게 구성 및 

관리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면 관리자의 제한적인 개입만으로 추가 용량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서버 및 가상 머신을 한 번에 대량으로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구축 또는 용도 변경 

프로젝트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Microsoft Exchange Server는 대개 정적 사용자 워크로드 

볼륨에 맞게 크기가 지정되지만 안정된 상태의 운영 중에 추가 서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인수 합병 중에, 인수된 기업 직원을 통합하려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여 서버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데이터 센터 또는 재해 복구 사이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구축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면 서버 구축 작업의 복잡성과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성 

Cisco는 Intel®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플랫폼이 Microsoft Exchange Server 등의 

워크로드에 대한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하고 필요한 수준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Microsoft와 

긴밀하게 작업해왔습니다. 또한 Cisco는 조직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가상화 환경 전체에서 

Microsoft Exchange를 동급 최상 하드웨어에 배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스토리지 업계 전반의 

여러 선두 공급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Cisco Validated Designs는 Cisco UCS 플랫폼에 

Microsoft Exchange를 배포하기 위한 인증되고 테스트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Cisco Validated Design 프로그램은 Cisco UCS 플랫폼에서의 고객 배포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Cisco는 수천 개의 시트와 전 세계 공간에서 일반적인 고객 배포를 모델링하는, Microsoft 

Exchange 2010용 Cisco Validated Designs를 개발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Microsoft Exchange 2010 배포를 제공하기 위해 IT 부서에서 결합해야 하는 모든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IT 부서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Cisco Validated Desig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Microsoft에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을 Cisco UCS와 같은 타사 플랫폼에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는 백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isco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완전한 Microsoft Exchange 2010 Tested Solution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서는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hh145600.aspx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ESRP(Exchange 2010 

Solution Reviewed) 프로그램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technet.microsoft.com/en-us/exchange/ff182054.aspx를 참조하십시오.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hh145600.aspx
http://technet.microsoft.com/en-us/exchange/ff18205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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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메일은 조직 대부분에 중요한 IT 서비스이며, 이메일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이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용자 기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10GB 범위의 대규모 사서함과 완벽에 가까운 고가용성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의 변화와 함께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실행하는 서버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Intel
®
 Xeon

®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는 물리적 하드웨어, 하이퍼바이 

저에 종속되지 않는 가상 머신, 또는 이 둘의 조합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직접 실행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Exchange 규모가 커짐에 따라 Microsoft Exchange 

Server에 대한 메모리 요구 사항도 커졌습니다. 특허를 받은 Cisco Extended Memory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의 2소켓 서버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RAM을 호스트하여, 전반적인 배포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버와 가상 머신을 연결하는 Cisco Unified Fabric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및 관리 트래픽을 고성능 단일 

패브릭으로 통합하는 통합 백본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Cisco UCS Manager 툴셋을 사용하면 단일 

콘솔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리소스 전체에서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Microsoft 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 모니터링 제품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olution은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과 같이 

영향력이 큰 까다로운 워크로드 실행에 필요한 유연성과 성능을 지원합니다. 

2012년 Cisco UCS는 Microsoft TechEd 2012 "Best of TechEd"에서 

Breakthrough Technology Award(혁신 기술상)를 수상했습니다. Windows IT 

Pro의 선임 편집자인 Jason Bovberg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에는 거의 300개가 넘는 제품 중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제품 46개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여기에 선발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46개는 모두 해당 범주에서 매우 뛰어난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이 수상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Cisco UCS를 구축한 조직의 경험과 신뢰가 더욱 증명됩니다. 

추가 정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www.cisco.com/go/microsoft 

● www.cisco.com/servers 

● buildprice.cisco.com 

● www.intel.com/x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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