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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 포트폴리오
Cisco의 대표 데이터센터 스위칭 제품 라인인 Cisco Nexus® 제품군은 네트워킹 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벤치마크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존 Cisco Nexus 스위치 제품군을 보완하는  
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는 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의 기초가  
됩니다. Cisco Nexus 9000 Series는 모듈형 및 고정형 스위치를 모두 포함하며 확장성, 
성능, 낮은 전력 소비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VXLAN(Virtual Extensible LAN) 및 
NVGRE(Network Virtualization Using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기능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고객은 Cisco Nexus 9000 Series와 Cisco NX-OS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사용하거나 ACI 모드의 정책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용 Cisco NX-OS 운영 체제
Cisco Nexus 9000 Series는 향상된 버전의 Cisco NX-OS 소프트웨어와 하나의 이진 이미 
지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가 시리즈의 모든 스위치를 지원하므로 이미지 관리가 간소화 
됩니다. 운영 체제는 모듈형이며 ISSU(in-service software upgrade, 무중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핫 패치와 콜드 패치, 상태 기반 프로세스 재시작, 종합적인 온라인 진단 및  
스크립팅을 지원합니다. 고객은 스위치에서 Linux 셸에 액세스하여 보안 컨테이너에 자체  
스크립트와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으며, Cisco NX-OS RESTful API(JSON 또는 XML)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스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I 운영 모드와 Cisco APIC(애플리케이션 정책 인프라 컨트롤러)
ACI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패브릭과 애플리케이션 중심 정책 관리 프레임워크를 하드웨어의  
확장성 및 소프트웨어의 유연성과 함께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팀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아키텍처입니다(그림 1).

그림 1. Cisco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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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IT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도 새롭게 
바뀌고 있음을 모든 기업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된 것과 가상화되지 않은 것이 혼 
재하는 서버 및 스토리지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배포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연결,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연결의  
프로비저닝, 수정, 제거 역시 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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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부서에서는 더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원합니다. IT 부서는 타임투마켓 관련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ROI를 높이기 위해 공유 IT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COTS(commercial off-the-shelf) 애플 
리케이션을 혼합 구축하는 기업의 IT 부서는 멀티테넌시를 지원하는 환경의 보안과 
QoS(quality of service)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비획일적인 확장형 멀티노드 모델로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지원하는 IT 인프라는 비즈니스의 속도에 발맞춰 확장되고 10기가비트 및 40기 
가비트 이더넷 연결을 모두 지원해야 합니다.

Cisco Nexus 9000 Series를 선택한 중소기업, 대기업, 서비스 제공업체는 ACI의 기반을 
확립하여 CapEx(설비 투자) 및 OpEx(운영 비용)를 절감하고 더욱 민첩한 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9300 및 9500 플랫폼
그림 2. Cisco 9000 Series 스위치

Cisco Nexus 9508 스위치(그림 2의 중간)는 13RU(rack unit), 1/10/4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형  
스위치로서 8개의 라인 카드와 6개의 패브릭 모듈 슬롯을 갖추었습니다. 30Tbps 레이어  
2 및 레이어 3 스위칭 성능을 제공하며, 완전히 채워진 시스템당 최대 288개의 비차단형 
4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또는 1152개의 비차단형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수용합니다. 
이 스위치는 미드플레인이 없으므로 섀시 내 공기 흐름과 냉각 효과가 뛰어나고 향후  
10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로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9500 플랫폼은 
완전 이중화된 시스템으로 2개의 수퍼바이저, 2개의 시스템 컨트롤러, 3개의 팬 트레이, 
최대 4개의 전력 공급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Cisco Nexus 9396PX 스위치(그림 2의 오른쪽)는 2RU, 1/10/40기가비트 이더넷 고정형 스위 
치이며 960Gbps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포워딩 성능을 제공합니다. 48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SFP+(Enhanced Small Form-Factor Pluggable) 포트, 12개의 40기가비트 이더넷 QSFP+ 
(Enhanced Quad SFP) 포트를 갖추었습니다. Cisco Nexus 93128TX 스위치(그림 2의 
왼쪽)는 3RU, 1/10/40기가비트 이더넷 고정형 스위치이며 1280Gbps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포워딩 성능을 제공합니다. 96개의 10GBASE-T 포트, 8개의 40기가비트 이더넷 QSFP+ 
포트를 갖추었습니다.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각 10GBASE-T 포트는 100메가비트 
이더넷 또는 1기가비트 이더넷 속도로도 실행 가능합니다.

Cisco Nexus 9500 플랫폼과 9300 플랫폼 모두 하드웨어의 VXLAN 및 NVGRE 브리징과 
라우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측 가능한 고성능: 지연 시간이 1마이크로초 ~ 5마이크로초에 불과한 비차단형 10기 
가비트 및 4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인프라

• 기존 구리 케이블 및 광 케이블 재사용: 1기가비트 이더넷에서 10GBASE-T 서버 액세 
스로, 10기가비트 이더넷에서 40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로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고급 옵틱: 플러그형 40기가비트 이더넷 QSFP 양방향 트랜시버로 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 구축 시 기존 10기가비트 이더넷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력 효율: 최초의 미드플레인 없는 스위치 섀시(Cisco Nexus 9500 플랫폼). 일반 전력  
소비량이 풀 로드 상태의 구성에서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당 3.5W 미만이며, 40기가 
비트 이더넷 포트당 14W 미만입니다.

구축 시나리오
고객은 1/10GBASE-T EoR(end-of-row) 스위치, Cisco Nexus 2000 Series 패브릭 익스텐더  
어그리게이터, 10/40기가비트 이더넷 하이브리드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또는 clos 패브릭 
토폴로지용 고집적도 40기가비트 이더넷 스파인 스위치로 Cisco Nexus 9500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9300 플랫폼 스위치는 ToR(top-of-rack) 용도, Cisco Nexus 2000 Series 
스위치 어그리게이션, 소규모 축소형 액세스 레이어 및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구축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또한 clos 패브릭 토폴로지용 리프 스위치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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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는 작게는 10기가비트 이더넷 서버 몇백 개로 구성된 환경 
으로도 구축 가능하고, 10기가비트 이더넷 서버 20만 대 이상의 규모로 확장 가능합니다 
(그림 3).

그림 3. 구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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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에서 IT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TCO(총 소유 비용)
를 낮추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Cisco Nexus 9000 Series는 낮은 전력 소비량, 업계 
최고 수준의 가격 대비 성능, 2가지 운영 모드를 통해 대역폭 수요의 증가를 해결하므로, 
고객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성 있게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의 변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9000 Series는 Cisco 90일 하드웨어 워런티와 함께 제공됩니다. 장치 보증  
범위에 Cisco SMARTnet® 서비스와 같은 기술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면 Cisco TAC 
(Technical Assistance Cent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교체 옵션을 통해 
주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라이센스가 있는 O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광범위한 Cisco.com 지식 베이스와 지원 툴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xus 9000 Series를 위한 Cisco 서비스
Cisco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문 및 기술 서비스로 고객이 구축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 Cisco Quick Start Service for Nexus 9000은 Cisco Nexus 9000 Series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 Cisco Accelerated Deployment Services for Nexus 9000은 신속하게 애플리케이션 
중심 아키텍처로의 이전을 지원합니다.

• Cisco Product Support는 전 세계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언제라도 Cisco Nexus 9000
과 관련된 Cisco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가  
제공하는 고급 지원 옵션으로 Cisco SMARTnet 또는 Cisco Smart Net Total Care*도 
있습니다.

Cisco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Cisco 및 Cisco의 파트너가 제공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사용하여 기술 투자의 비즈 
니스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십시오. Cisco의 서비스를 통해 더욱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운영 효율성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완화하고 성장을 가속 
화할 새로운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Cisco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 Cisco 워런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기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ts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Nexus 9000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s-aci-support@cisco.com으로 문의하십시오.

*Cisco 제품만 해당

http://www.cisco.com/web/services/portfolio/product-technical-support/smartnet/index.html
http://www.cisco.com/web/services/portfolio/product-technical-support/smart-net-total-care/index.html
http://www.cisco.com/go/services
www.cisco.com/go/warranty
www.cisco.com/go/ts
mailto:as-aci-support@cis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