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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210 M1 범용 랙 장착형 서버 

 

제품 개요 

Cisco® UCS C-Series 랙 장착형 서버는 통합 컴퓨팅 혁신을 업계 표준 폼 팩터로 확장하여 총소유비용(TCO)을 

줄이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강화합니다. Cisco UCS C-Series는 독립된 환경은 물론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1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시스코 기술을 통해 복잡한 작업 로드도 부담 없이 처리

합니다. 이 시리즈는 표준 기반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과 시스코 VN 링크 가상화 기술이 통합되었으며, 통합 컴

퓨팅에 대한 향후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제공해 고객의 투자를 보호합니다. 

Cisco UCS C210 M1 범용 랙 장착형 서버는 내부 소형 폼팩터(SFF) SAS 또는 SATA 디스크 드라이브를 최대 

16개까지 추가해 총 8TB의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2소켓, 2랙 유닛(2RU) 랙 장착형 서버입니다(그림 1). 

Cisco UCS C210 M1 서버는 경제적인 가격에 높은 용량의 안정적인 내부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 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 밀도 및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쿼드코어 Intel® Xeon® 5500 시리

즈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서버는 가상화, 네트워크 파일 서버 및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 서버, 데이터베

이스 서버 및 콘텐츠 제공 서버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그림 1. Cisco UCS C210 M1 서버 

 

애플리케이션 

Cisco UCS C210 M1 서버는 대용량 내부 스토리지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른 인텔 프로세서가 결합되어 스토

리지 집중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표준 환경과 가상화된 환경의 속도를 높입니다. 

•  단일 풀 서버 또는 대용량 풀 서버를 사용하여 가상화 작업 로드를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Cisco UCS P81E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는 가상화 및 비가상화 환경의 요구에 맞게 필요에 따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최대 128 개의 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 가상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기능과, 

가상 시스템의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컨트롤을 용이하게 하는 가상 시스템 I/O 운영의 

속도를 높여주는 Direct I/O 를 위한 인텔 가상화 기술 등을 비롯하여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의 모든 기능을 플랫폼으로 가져왔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버의 많은 내부 스토리지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C210 M1 은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다중 프로세서 코어에 이상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  최대 8TB 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제공해 데이터 웨어하우징, 메디컬 영상 이미징, 비디오 감시, 문서 

이미징, 콘텐츠 배포와 같이 I/O 집중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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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이점 

Cisco UCS C210 M1 서버는 확장된 시스코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랙 장착형 서버를 배포하려는 고객의 요구

를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또한 조직이 원하는 시기와 예산에 따라 필요한 만큼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환경뿐만 아니라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에 통합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연한 디스크 스토리지와 I/O 구성과 함께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 및 네트워크 인

식 시스코 VN 링크 기술을 비롯한 시스코의 혁신적 기술이 결합되었습니다. 

또한 Cisco UCS C210 M1 서버는 가상화 데이터센터의 요구가 아직 확실하게 최적화되어 있지 못한 현재 제품 

시장에서 차별화와 가치를 제공합니다. 구입은 시스코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DCNI) 파트너를 통해 구입

할 수 있으며, 표 1에 요약된 특징을 통해 랙 장착형 서버 시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킵니다. 

표 1. 주요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10Gbps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 

•  저지연율, 무손실 10Gbps 이더넷 및 업계 표준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패브릭을 지원합니다. 

•  “wire-once” 모델, 즉 한번만 배선하면 되는 배포 모델을 지원하므로 I/O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어댑터를 설치하고 랙과 스위치 배선 작업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입, 전원 관리, 구성 및 유지보수해야 할 인터페이스 카드, 배선, 업스트림 네트워크 

포트 수를 줄입니다. 

가상화 최적화 •  시스코 VN 링크 기술, I/O 가상화 및 Intel Xeon 5500 시리즈 프로세서의 여러 가지 우수한

특징들이 네트워크를 가상 시스템으로 확장시킵니다. 

•  일관되고 확장 가능한 운영 모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복잡성을 줄여 보안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 

•  Cisco UCS Manager라는 단일 엔티티를 통해 전체 솔루션을 관리하므로 운영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됩니다. 

•  서비스 프로파일과 템플릿을 사용하여 역할 및 정책 기반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각 서버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스토리지 관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여주므로 데이터센터 관리자가 단 몇 분 

만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쿼드코어 Intel Xeon 5500 

시리즈 프로세서 

•  애플리케이션 필요성에 따라 프로세서 성능을 지능적으로 자동 조절하므로 필요 시 성능을 

높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가능한 최저 전력 상태로 자동 전환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및 직접 I/O에 대한 프로세서 지원 등 가상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성능을 

최적화하는 유연한 가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고용량 내부 

스토리지 

•  전면에서 액세스 가능하고, 핫스왑 가능한 SFF 6G SAS 또는 SATA 드라이브를 최대 

16개까지 지원하므로 리던던시형 옵션과 편리한 정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필요성에 따라 성능과 용량을 균형있게 조절합니다. 

•  15,000 RPM SAS 드라이브: 가장 높은 성능 제공 

•  10,000 RPM SAS 드라이브: 가장 높은 성능 제공 

•  7200 RPM SATA 드라이브: 높은 용량과 가치 제공 

RAID 0, 1, 5, 6, 10, 50, 60 

지원 

PCIe 및 메자닌 카드 폼팩터에 최대 16개의 SAS 또는 SATA 드라이브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RAID 컨트롤러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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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통합 관리 

컨트롤러 

•  서버 관리를 위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격 KVM(키보드, 비디오 및 마우스), 가상 

미디어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  마치 로컬인 것처럼 원격 KVM 및 CD/DVD 드라이브에 대한 가상 미디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2.0은 타사 엔터프라이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대역 외 관리를 지원합니다. 

•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버 관리도 가능합니다. 

고속 메모리 지원 1333MHz 메모리로 최대 96GB를 지원할 수 있는 12개 DIMM 슬롯으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리던던시형 팬과 

전원공급장치 

리던던시형 이중 팬과 전원공급장치로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과 가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5개의 PCI Express(PCIe) 

2.0 슬롯 

•  유연성, 늘어난 성능, 업계 표준과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  PCIe 2.0 슬롯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두 배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PCIe 1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2개의 전체 높이, 전체 길이 및 3개의 전체 높이, 절반 길이의 x8 PCIe 슬롯을 통해 I/O 

성능 및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슬롯은 x16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통합된 듀얼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  뛰어난 네트워크 I/O 성능과 늘어난 네트워크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장애복구(failover) 구성으로 구성할 경우 네트워크 가용성이 늘어납니다. 

광학장치 드라이브(옵션 

제공) 

CD 및 DVD 미디어에 직접 전면 패널 읽기/쓰기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제품 사양 

표 2는 Cisco UCS C210 M1 서버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2. 제품 사양 

항목 사양 

프로세서 • Intel Xeon Series 5500 프로세서 1개 또는 2개 

• 다양한 프로세서 선택권 제공: Intel Xeon X5570, X5550, E5540, E5520, L5520, E5504 

메모리 • 8GB DIMM을 사용하여 최대 96GB 메모리까지 지원 가능한 12개 DIMM 슬롯 

• DDR3 레지스터형 DIMM 지원 

• ECC 및 ChipKill 지원 

• 미러링 옵션 

PCIe 슬롯 • PCIe x8 슬롯 5개 

• x8 슬롯 5개 

• 모든 슬롯에 x16 커넥터 사용 

• 전체 높이와 절반 길이의 3개 슬롯과 전체 높이와 전체 길이의 2개 슬롯 지원 

메자닌 카드 LSI 1064 컨트롤러 기반 메자닌 카드(RAID 0 또는 1; 4 포트) 

하드 드라이브 최대 16개의 전면 액세스 가능하고, 핫스왑 가능한 2.5인치 SAS 또는 SATA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옵션 • 73GB SAS, 6G, 15,000 RPM 

• 146GB SAS, 6G, 10,000 RPM 

• 300GB SAS, 6G, 10,000 RPM 

• 500GB SATA, 7200 RPM 

광학장치 드라이브 24x CD-R/RW DVD±R/RW 읽기/쓰기 광학장치 드라이브(옵션) 

통합형 

그래픽 

Matrox G200 코어 임베디드된 ServerEngines Pilot-2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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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통합 관리 

컨트롤러 

• ServerEngines Pilot-2 BMC 통합 

• IPMI 2.0 규격 관리 및 컨트롤 

• 단일 10/100BASE-T 대역외 관리 인터페이스 

• CLI 및 웹 GUI 관리 툴을 통한 자동화된 Lights-Out 관리 

• KVM 

전면 패널 커넥터 액세스하기 쉬운 전면 패널 비디오, 2개의 USB 포트 및 직렬 콘솔 

전면 패널 로케이터 LED 로케이터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관리자가 특정 서버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후면 커넥터 DB-15 비디오 포트, 2개의 USB 2.0 포트, DB-9 직렬 포트를 포함하는 추가 인터페이스 

크기(높이*폭*깊이) 2RU: 3.45 x 17.2 x 28.4인치(8.76 x 43.69 x 72.14cm) 

작동 온도 50~95°F(10~35°C) 

비작동 온도 -40~149°F(-40~65°C) 

작동 습도 5 ~ 93% 비응축 

비작동 습도 5 ~ 93% 비응축 

작동 고도 0 ~ 10,000피트(0 ~ 3,000m), 최대 주변 온도는 300m마다 1°C씩 감소 

비작동 고도 40,000피트(12,000m) 

규제 표준 준수 

표 3은 규제 표준 준수사항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표 3. 규정 준수 정보: 안전 및 EMC 

사양 내용 

안전 • UL 60950-1 No. 21CFR1040 

• CAN/CSA-C22.2 No. 60950-1 

• IRAM IEC60950-1 

• CB IEC60950-1 

• EN 60950-1 

• IEC 60950-1 

• GOST IEC60950-1 

• SABS/CB IEC6095-1 

• CCC*/CB GB4943-1995 

• CNS14336 

• CB IEC60950-1 

• AS/NZS 60950-1 

• GB4943 

EMC: 전자파 방출 • 47CFR Part 15 (CFR 47) Class A 

• AS/NZS CISPR22 Class A 

• CISPR2 2 Class A 

• EN55022 Class A 

• ICES003 Class A 

• VCCI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KN22 Class A 

• CNS13438 Class A 

EMC: 전자파 내성 • EN55024 

• CISPR24 

• KN 61000-4 Series, K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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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이 섹션에서는 본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구성요소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를 위해 시스코 주문 툴(Cisco Ordering Tool)로 가는 링크와 부품 번호

를 알려줍니다(표 4). 

주문을 하시려면 시스코 온라인 주문 홈 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 4. 주문 정보 

제품명 부품 번호 

UCS C210 M1 랙 서버(1개의 전원공급장치 포함). CPU, 메모리, HDD, PCIe 카드, 

Rail Kit 및 리던던시형 PSU는 아래에서 주문해야 합니다. 

R210-2121605 

Intel Xeon X5570 쿼드코어 프로세서(2.93GHz, 95W CPU/8MB 캐시, 1333MHz) N20-X00001 

Intel Xeon X5550 쿼드코어 프로세서(2.66GHz, 95W CPU/8MB 캐시, 1333MHz) N20-X00006 

Intel Xeon E5540 쿼드코어 프로세서(2.53GHz, 80W CPU/8MB 캐시, 1,066MHz) N20-X00002 

Intel Xeon E5520 쿼드코어 프로세서(2.26GHz, 80W CPU/8MB 캐시, 1,066MHz) N20-X00003 

Intel Xeon L5520 쿼드코어 프로세서(2.26GHz, 60W CPU/8MB 캐시, 1,066MHz) N20-X00004 

Intel Xeon X5504 쿼드코어 프로세서(2.00GHz, 80W CPU/4MB 캐시, 800MHz) N20-X00009 

2GB DDR3-1333MHz RDIMM/PC3-10600 N01-M302GB1 

4GB DDR3-1333MHz RDIMM/PC3-10600 N01-M304GB1 

8GB DDR3-1333MHz RDIMM/PC3-10600 N01-M308GB2 

1GB DDR3-1066MHz 언버퍼드 DIMM/PC3-10600/단일 랭크 1Gb DRAM A02-U301GB1 

2GB DDR3-1066MHz 언버퍼드 DIMM/PC3-10600/듀얼 랭크 1Gb DRAM A02-U302GB1 

UCS C210 M1 랙 서버를 위한 DVD-RW 드라이브 R210-ODVDRW 

UCS C210 M1 랙 서버를 위한 SAS 확장기(8개 이상의 HDD를 필요로 하는 서버) R210-SASXPAND 

LSI 1064 컨트롤러 기반 메자닌 카드(4포트 SAS/SATA 3.0G RAID 0, 1, 1E 컨트롤러) R2X0-ML002 

6G 기반 LSI MegaRAID 카드를 위한 배터리 백업 R2XX-LBBU2 

500GB SATA 7.2K RPM SFF HDD/핫플러그/C-Series 드라이브 슬레드 R2XX-D500GCSATA 

73GB 6G SAS 15K RPM SFF HDD/핫플러그/드라이브 슬레드 장착 A03-D073GC2 

146GB 6G SAS 10K RPM SFF HDD/핫플러그/드라이브 슬레드 장착 A03-D146GA2 

300GB 6G SAS 10K RPM SFF HDD/핫플러그/드라이브 슬레드 장착 A03-D300GA2 

UCS C210 M1 또는 C210 M1 랙 장착형 서버를 위한 650W 전원공급장치 R2X0-PSU2-650W 

UCS C-Series 랙 장착형 서버를 위한 Rail Kit R250-SLDRAIL 

CMA(Cable Management Arm) R250-CBLARM 

TPM(Trusted Platform Module) 칩 R200-TPM1 

N5000 AC 전원 케이블, 6A, 250V, 북미, 2.5m CAB-N5K6A-NA 

N5000 AC 전원 케이블, 13A, 250V, 북미, 2.5m CAB-AC-250V/13A 

N5000 AC 전원 케이블, 6A, 250V, 전원 스트립 유형 CAB-C13-C14-JMPR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아르헨티나, 2.5m SFS-250V-10A-AR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호주, 2.5m CAB-9K10A-AU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중국, 2.5m SFS-250V-10A-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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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유럽, 2.5m CAB-9K10A-EU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인도, 2.5m SFS-250V-10A-ID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이스라엘, 2.5m SFS-250V-10A-I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이탈리아, 2.5m CAB-9K10A-IT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스위스, 2.5m CAB-9K10A-SW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영국, 2.5m CAB-9K10A-UK 

N5000 전원 코드, 125VAC 15A NEMA 5-15 플러그, 북미, 2.5m CAB-9K12A-NA 

시스코 통합 컴퓨팅 서비스: Cisco UCS C-Series 랙 장착형 서버 

시스코와 업계를 주도하는 시스코 파트너는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통합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Cisco UCS C-

Series 랙 장착형 서버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서비

스는 서버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비즈니스 요구를 더욱 완벽하게 충족하도록 운영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시스

코의 통합 컴퓨팅 아키텍처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unifiedcomputing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unifiedcomputing을 참조하십시오. 

제품의 첫 고객 인도(FCS) 이후 제공 예정인 향후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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