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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복잡성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민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과 CPU당 코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은 충분한 I/O 대역폭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랙 파티션 
대역폭에서 데이터 유형별로 서로 다른 물리적 네트워크 링크가 있기 때문에 공유의 제약이 
있고 가용 대역폭이 줄어들며 ROI가 저조한 수준입니다. 기존 블레이드 서버는 섀시마다 
랙의 복잡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랙의 수가 늘어날수록 복잡성이 심화됩니다. 케이블 및 
네트워크 구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번거로우며 오류가 자주 일어납니다. 서버가 어떤 
작업 용도로 지정되면 인프라 사일로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므로, I/O 인터페이스를 다시 
설치하고 오류가 빈번한 구성을 관리하고 랙의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리소스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사일로화 때문에 활용률과 유연성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가상화된 워크로드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기존의 I/O 인프라는 
가상 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징인 빠르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요구 사항 및 가상 
서버의 이동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Cisco SingleConnect 기술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팅을 매우 편리하고 지능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Cisco SingleConnect은 Cisco
만의 혁신적인 기술로서 데이터 센터에서 다음 리소스와 연결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합니다.

• 랙 및 블레이드 서버

• 물리적 서버 및 가상 머신

• LAN, SAN, 관리 네트워크

이 솔루션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순하고 지능적이면서 
효율적인 패브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한 번의 구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wire 
once and walk away)" 솔루션으로서 시간 소모적이고 오류가 빈번한 기존의 수작업 
중심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빠르고 편리하게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Cisco 
UCS®)에 서버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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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성: 이 기술은 제로터치(zero-touch) 모델을 적용하여 물리적 랙 및 블레이드 서버, 
가상 머신 등 서버 유형의 제약 없이 전 범위에 I/O 연결(LAN, SAN, 관리)을 할당하므로 
지능적입니다. Cisco UCS는 이러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대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서버로 제한하기 보다 Cisco UCS는 어떤 
서버에서든 모든 워크로드를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LAN, SAN, 관리 연결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어 기존의 다중 네트워크 
방식에 비해 활용률이 높고 이동하는 요소가 적으므로 매우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자동화 및 획기적인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조직 
차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서버당 인프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관리를 단순화하며 
복잡성을 줄입니다.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엔드 투 엔드 시스템 I/O 아키텍처로 구현됩니다. 아 
아키텍처는 Cisco Unified Fabric 및 Cisco FEX(Fabric Extender)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Cisco UCS 구성 요소를 단일 네트워크 및 단일 네트워크 레이어에 연결합니다. 고객들이 
Cisco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Cisco UCS I/O 아키텍처는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안정성, 가용성, 보안을 제공합니다. 

단일 통합 네트워크

Cisco Unified Fabric을 사용하여 Cisco UCS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LAN, SAN, 
관리 연결을 각 랙과 블레이드 서버로 구현합니다. 이제 모든 (랙 또는 블레이드) 서버가 모든 
네트워크 리소스에 동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NIC(Network Interface 
Card), HBA(Host Bus adapter), 트랜시버, 케이블, ToR(top-of-rack) 스위치를 갖춘 세 
개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방식이 
케이블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되므로, 즉 자동화된 구성을 통해 각 서버가 어떤 
워크로드도 즉시 지원할 준비가 되므로 인프라 사일로가 사라집니다.

단일 네트워크 레이어

하나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유니파이드 패브릭을 각 블레이드 섀시 및 서버 랙에 연결합니다. 
Cisco FEX 기술은 하이퍼바이저 스위치와 블레이드-섀시에 상주하는 스위치를 단일 관리 
및 연결 지점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세 개의 네트워크 계층을 하나로 줄입니다(그림 1). 
Cisco UCS에서는 경제적이고 전력 소비가 적으며 관리의 부담이 없는 Cisco UCS 및 
Cisco Nexus® 패브릭 익스텐더가 서버와 가상 머신의 모든 트래픽을 이 시스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여러 홉을 거치느라 근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긴 기존 
환경과 달리 한 번의 홉으로 서버를 상호 연결하고 서버당 인프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 패브릭 익스텐더, Cisco UCS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조합을 
통해 블레이드 서버와 랙 서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앙에서 관리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분산된 형태의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세 개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압축하는 
Cisco SingleConnect 기술

LAN

SAN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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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서버 및 가상 머신과의 연결

Cisco VIC는 물리적 랙/블레이드 서버와 가상 머신과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합니다. 정적 
PCIe(PCI Express) 인터페이스는 온디맨드로 구성되어 특별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없이 
필요한 NIC 및 HBA를 제공하면서 서버가 어떤 운영 체제 또는 하이퍼바이저의 모범 사례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게 합니다. 동적 인터페이스가 구성되고 가상 머신에 연결되어 
가상 머신에서 네트워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된 다음에는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가상 머신과 함께 여러 서버 사이를 이동하므로 가상 네트워크 
관리가 간소화되고 가상 환경에서 Air-Gap 보안이 실현됩니다. 이 Cisco Data Center VM-
FEX(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 기술은 대표적인 하이퍼바이저들과 연동하면서 
가상 네트워크 연결의 이동을 조정합니다.

개방형 표준 기반, 실리콘을 통한 가속화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와 같은 기존의 개방형 
표준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IEEE 802.1BR Bridge Port Extension 표준과 같은 새로운 
표준을 지원합니다. Cisco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실리콘 단계에서 구현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그림 2). 고객은 혁신적인 개방형 표준이 제공하는 기능적 이점과 하드웨어 
구현에서 제공하는 우수한 성능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Cisco UCS I/O 아키텍처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스템은 논리적으로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관리 지점에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 등 시스템의 모든 
I/O를 다룹니다. 물리적으로는 분산된 형태이므로 하나의 관리 도메인에서 블레이드 서버 
섀시 및 랙을 모두 포괄합니다. 즉 하나의 논리적 블레이드 서버 섀시가 최대 160대의 
서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랙 및 블레이드 서버 구축에 비해 비용과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그림 3).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s

블레이드 서버 상주 또는 
Top-of-Rack 스위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하이퍼바이저의 
소프트웨어 스위치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

Cisco Fabric
Extenders

Cisco VIC

Cisco UCS 
서버

하이퍼바이저

VM 1 VM 2 VM 3 VM 1 VM 2 VM 3

vSwitch

NIC

vNIC

기존 환경: 네트워크 홉 3회 Cisco UCS: 네트워크 홉 1회

1

1

2

3

그림 1 세 개의 네트워크 계층을 하나로 압축하는 Cisco SingleConnec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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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홉 FCoE, Cisco Direct Connect 기술과 같은 고급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네트워크의 
제약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서버와 공유 스토리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이더넷 트래픽 레인이 분리되므로 손실 없이 FCoE 
스토리지 트래픽을 처리하고 다른 트래픽 유형과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Cisco, 새로운 개방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여 맞춤형 실리콘으로 성능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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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패브릭 컴퓨팅과 유니파이드 매니지먼트의 연계로 일반 환경보다 TCO 절감 

이 그래프는 HP ProLiant DL380p Gen8 서버 
80대와 HP BL460c G8 서버 80대로 구성된 
환경과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80
대와 Cisco UCS B200 M3 블레이드 서버 
80대로 구성된 환경의 3년간 TCO를 비교한 
것입니다. 각 서버에는 Intel Xeon 프로세서 
E5-2609 CPU 2개와 64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HP 네트워킹은 HP 랙 
서버에 10기가비트 이더넷 2개와 8Gbps 
파이버 커넥션 2개, HP 블레이드 섀시에 HP 
FlexFabric 모듈을 포함합니다. Cisco 솔루션은 
Cisco 랙 서버에 Cisco VIC 1225 듀얼 포트 
10Gbps 유니파이드 패브릭 어댑터, Cisco 
블레이드 서버에 Cisco VIC 1240와 부합하는 
스위치를 포함합니다. 가격은 2013년 8월 8일 
기준입니다.

Cisco 실리콘으로 성능이 가속화된 엔드 투 엔드 I/O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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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물리적 서버 및 가상 머신



Cisco SingleConnect 기술: 서버 연결 간소화
2013년 8월

© 2013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7   

패브릭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능적 기술

Cisco SingleConnect 기술과 Cisco Unified Management의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패브릭이 전략적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Cisco UCS가 단일 패브릭을 통해 여러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모든 I/O 형식을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Gartner Group은 이를 
최초의 "패브릭 컴퓨팅"으로 규정했습니다.

Cisco UCS에는 유연하고 민첩한 I/O 인프라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워크로드 조건 
및 비즈니스 우선 순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경쟁업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자동화로 구성을 가속화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므로, 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Wire-Once 모델

Cisco Unified Fabric은 와이어 원스(Wire-Once) 모델을 적용합니다. 즉 IT 부서는 구축 
시점에 원하는 용량 단계로 Cisco UCS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용량에 할당된 모든 
I/O 리소스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제로터치 서버 및 I/O 구성이 
이루어져 비즈니스 민첩성과 자본 활용률이 향상되고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 신속한 구축으로 더 일찍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리소스 풀
지능형 네트워킹이 Cisco UCS의 서버 및 I/O 리소스를 하나의 유연한 리소스 풀로 
통합하며, 이 리소스 풀은 온 디맨드 방식으로 어떤 워크로드 과제의 해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성능 및 I/O 연결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즉시 ,정확하게 할당될 수 있으므로 
워크로드 사일로가 사라집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워크로드 증가를 수용하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고장 난 서버를 대체하고 빅 데이터 클러스터의 규모를 늘리고 
탄력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를 사람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및 I/O 리소스 풀을 이용하면 모든 I/O 유형을 동적으로 
공유하고 플로우 제어 및 QoS(quality-of-service) 메커니즘을 통해 모두 제어할 수 있어 
활용률이 높아집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구성

Cisco UCS 시스템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서버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여느 시스템과 달리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이퍼바이저의 모범 사례에 따라 공유 스토리지에는 파이버 채널 
액세스를, 별도의 관리 네트워크를, 가상 머신 이동을 위해서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그리고 
프로덕션 LAN 트래픽을 처리할 다중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하이퍼바이저가 시작되기 전에 한 쌍의 파이버 채널 HBA와 각 LAN
을 위한 개별 NIC를 모두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네트워크 프로필에 따라 각 네트워크의 보안 및 QoS 정책이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웹 서버가 특정 VLAN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책 기반 
자동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음성 트래픽은 웹 트래픽보다 높은 서비스 클래스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네트워크 프로필에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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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장애 조치로 고가용성 실현

일반적으로 Cisco UCS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브릭이 두 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의해 지원되는 탄력적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표준 구성은 액티브-액티브 링크를 
지원하므로 자산 활용률이 높아지고 TCO(총 소유 비용)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이중 
패브릭 및 Cisco VIC의 자동 패브릭 장애 조치 기능 덕분에 어떤 패브릭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I/O 인프라가 멈추지 않으므로, 계속 중단 없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상 네트워크로 문제 해결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물리적 서버와 가상 머신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Cisco 
UCS에서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액세스 또는 관리를 위한 모든 I/O 연결이 가상 연결입니다. 
각 네트워크 링크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시작하고 Cisco FEX 기술을 통해 각 블레이드 
서버, 랙 서버, 가상 머신에 연결됩니다(그림 4). 따라서 만약 어떤 웹 서버 또는 음성 
애플리케이션이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경우, 동적으로 생성된 NIC가 가상 머신에 
연결되고 가상 머신의 라이프사이클 기간에 알맞은 보안 및 QoS 설정이 정의됩니다.

관리성 향상
Cisco SingleConnect 기술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가시성 및 연결 제어 기능은 특히 가상 
환경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Cisco Unified Fabric은 물리적 
네트워크의 관리성과 가상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연계하고 물리적 서버와 가상 서버 간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네트워크 환경
기존 환경과 달리 Cisco UCS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레이어를 분화시켜 관리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블레이드-섀시 및 
하이퍼바이저 스위치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하이퍼바이저와의 긴밀한 
통합이 지원되므로, 가상 머신의 보안 및 QoS 설정이 정의되는 네트워크 프로필이 가상 
머신과 함께 이동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랙 서버

각 네트워크 링크가 물리적 링크처럼 처리됨

단일 네트워크
단일 네트워크 계층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연결 관리 연결

Cisco UCS
Manager

가상 머신과 
직접 연결

UCS
C24 M3

Blade Server

패브릭 
확장기

Fabric
Interconnect

물리적 아키텍처 논리적 아키텍처

•

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그림 4. 물리적 서버와 가상 머신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Cisco UCS Logical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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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디버깅

관리자는 Cisco SingleConnect 기술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디버깅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어떤 가상 머신에서 불필요하게 대역폭을 사용할 경우, 마치 물리적 
케이블에 연결된 것처럼 그 포트를 찾아내 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 환경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서버의 가상 머신을 하나씩 차례로 종료해야 합니다. Cisco 방식은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대규모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 간의 연결 간소화

Cisco UCS에서는 물리적 리소스와 가상 리소스가 원활하게 통합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 
환경의 상호 연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 머신에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호스팅할 수 있으며, 각 환경의 네트워크 연결을 
서로 다르게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Cisco UCS에서는 물리적 리소스와 가상 리소스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가상 머신도 물리적 구성 요소와 동일한 보안 수준에서 보호 받습니다. 

하나의 Cisco VIC에서 모든 하이퍼바이저 기능 지원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기존 환경보다 훨씬 간소화된 방식으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합니다. Cisco Unified Fabric과 Cisco VIC의 조합을 이용하면, 하이퍼바이저 구축 
모범 사례에 필요한 모든 인터페이스가 각 가상 머신과의 물리적 연결과 함께 하나의 
장치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그림 5). 물리적 네트워크와 가상 머신이 직접 연결되므로 
하이퍼바이저 스위치를 사용하는 기존 환경보다 우수한 성능이 실현됩니다.

1 x 1Gbps 시리얼 매니지먼트

2 x 8Gbps 파이버 채널

1 x 1Gbps 하이퍼바이저 콘솔

1 x 1Gbps 하이퍼바이저 매니지먼트

1 x 1Gbps 가상 머신 무브먼트

1 x 1Gbps 프로덕션 데이터

2 x 1Gbps 프로덕션 데이터

C
O

N
S

O
LE

2x 10Gbps 유니파이드 패브릭: 
IP 네트워킹, 관리, 스토리지 
액세스

기존의 환경: 9개 케이블 
및 업스트림 스위치 포트

Cisco UCS 랙 서버 환경 
서버당 케이블 2개

그림 5. 기존 가상 환경은 여러 개의 병렬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Cisco  SingleConnect 기술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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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성능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늘리고 서버 간 가상 머신 이동과 같은 
활동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이와 같이 향상된 네트워크는 Cisco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부터 가상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까지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 표준 
벤치마크에서 7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역폭
Cisco UCS는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넉넉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블레이드 서버에 
제공합니다. 절반 너비 블레이드 서버 각각에 최대 80Gbps, 전체 너비 블레이드 서버 
각각에는 최대 16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공되므로, 더 많은 원시 I/O 리소스를 
사용하여 최고 워크로드 요구 사항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네트워크 대역폭의 동적 할당을 지원하므로 IP, 스토리지, 스태킹 연결에 따라 대역폭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각 블레이드 서버 섀시는 두 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연결할 경우 최대 
160Gbps의 대역폭을 지원합니다(그림 6).

그중에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비중이 경쟁 솔루션보다 큽니다.

• Cisco에서 서버 간에 가상 머신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Cisco UCS는 
기존의 대표적인 환경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 Cisco VIC와 함께 제공되는 Cisco Data Center VM-FEX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머신에 
더 많은 대역폭이 할당됩니다. 가상 머신을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VMware 
vSwitch를 사용하는 스위치 에뮬레이션 방식보다 최대 37% 더 많은 대역폭을 가상 
머신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VIC가 Cisco 블레이드 서버에서 최대 4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에 연결되고, 
하드웨어 PortChannels가 10Gbps 백플레인 연결 4개의 전 범위에서 워크로드를 
밸런싱하면서 대역폭을 늘리고 리소스 활용률을 높입니다.

블레이드당 20Gbps

Cisco UCS: 160Gbps
(8개 블레이드)

-160Gbps 

초
과

 유
입

160Gbps 유니파이드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대역폭Cisco UCS B200 M3 

블레이드 서버 8개에서 
320Gbps(통합 I/O 사용)

기존 블레이드 
16개의 320Gbps

-160 Gbps

-60 Gbps

160 Gbps
32Gbps 파

이
버

 채
널

100 Gbps

기존: 16개 블레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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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각 블레이드에 기존 블레이드 서버 섀시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대역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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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 단축으로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이 Cisco 솔루션은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분산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현하므로 네트워크 홉 한 번으로 연결하고 대기 시간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환경에서는 두 개의 랙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서버 간에 단 
한 번의 네트워크 홉으로 트래픽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그림 7의 경로 A와 X 참조). 기존 
환경에서는 섀시 내에서는 한 번의 홉으로 통신 가능하지만 섀시 간에 또는 블레이드 서버와 
랙 서버 간에 통신하려면 세 번의 홉이 필요합니다(그림 7의 경로 Y 참조). 

Cisco에서 Cisco UCS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측정하여 기존 환경과 비교한 결과, Cisco 
UCS는 테스트한 모든 패킷 크기에서 단일 블레이드 섀시 내 트래픽과 섀시 간 트래픽의 
대기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성능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전략적 우위 중 
하나로 삼아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가속화하고 클러스터의 어디서든 자유롭게 
가상 머신을 배치하면서 가상 머신 간 통신의 대기 시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규정준수로 보안 강화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SME(subject-matter expert)
가 연결 결정에 대한 정책 기반 제어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모범 사례 및 규정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버의 특성, 구성, 연결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에 수록되므로 규정에 위배되는 구성을 생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의 
통합 관리 기능에서 해당 구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다음 성능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서버간(East-West) 레이
턴시 부문에서 HP 블레이드 서버보다 
우수한 성능

• Cisco UCS, 서버간(East-West) 네
트워크 레이턴시 부문에서 IBM Flex 
System 블레이드보다 우수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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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isco UCS에서는 모든 서버가 한 번의 네트워크 홉으로 연결되는 반면 기존 블레이드 
서버 환경에서는 최대 세 번의 홉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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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Gap 보안 규정준수

우수한 규정준수는 강력한 보안을 의미하며, Cisco UCS 유니파이드 패브릭에도 여러 보안 
레이어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IEEE 802.1Qaz Enhanced Transmission Selection 표준에 
따라 각종 트래픽 클래스에 대한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 트래픽도 하나의 
트래픽 클래스로서 최고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즉 가장 열악한 트래픽 조건에서도 통합 
관리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각 가상 링크는 IEEE 802.1BR Bridge Port 
Extension 표준에 따라 분리되므로 시스템의 모든 네트워크 링크가 마치 서로 다른 회선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가상 머신 I/O의 보안 강화에 물리적 
네트워크의 인텔리전스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 모두에 air-gap 
보안을 실현합니다.

가상 환경 보호

기존의 가상화된 환경에서는 유연성과 보안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해 가상화 클러스터 내에서 가상 머신을 임의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부 보안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물리적 
네트워크와 가상 네트워크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이 모두 하드웨어에서 구현되고 가시성, 
제어 및 보안 수준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isco FEX 기술 및 Cisco Data Center VM-FEX를 사용하면 마치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별 하이퍼바이저 기능과 가상 머신을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이 더욱 향상되고, 직접 연결이 가상 머신의 수명 동안 유지되므로, 
가상 머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그림 8).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 절감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한 기업은 
Cisco SingleConnect 기술을 통해 설비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버당 인프라 비용 절감

Cisco UCS는 ToR 스위치 및 블레이드-섀시 상주 스위치 대신 경제적이고 전력 소비가 
적은 제로터치 패브릭 익스텐더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Fabric을 블레이드 섀시 및 랙에 
있는 서버 각각에 연결합니다. 이와 같이 간소화된 인프라에서는 서버당 인프라 비용이 기존 
구성의 블레이드 및 랙 서버와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합니다.

단일 네트워크 및 단일 네트워크 레이어이므로 NIC와 HBA, 케이블과 트랜시버, 업스트림 
스위치 포트 등 도입, 구성, 유지보수, 관리하고 전원과 냉각 기능을 제공하고 보호해야 할 
전반적인 장치가 더 줄어듭니다. 더 적은 수의 서버로 워크로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단일 리소스 풀을 구성하고, 이 풀이 동적으로 할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하루 몇 차례나 서버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IT 부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워크로드 조건의 요구 사항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 활용률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IT 
부서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Oracle RAC(Real Application 
Cluster)의 보안

Cisco Unified Fabric의 보안이 Oracle
의 확신을 얻어 Cisco UCS가 유니파
이드 패브릭을 사용하여 최초로 Oracle 
RAC 인증을 받았습니다. Cisco는 데이
터베이스 상태 동기화 트래픽과 프로덕션 
데이터 트래픽의 분리 정도를 보여주었으
며 Cisco UCS를 사용 할 때 고객의 데이
터를 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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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운영 모델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운영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더 신속한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wire-once 모델이 모든 서버에서 동일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지원하므로 해당 기업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실시간으로 워크로드 할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CoE를 
지원하는 Cisco Unified Fabric에서는 HBA가 Cisco VIC에 나타나게 하는 동적 구성만으로 
서버가 파이버 채널 기반 공유 스토리지에 액세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지원을 위해 서버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람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Cisco VIC 구현만으로도 운영이 간소화됩니다. Cisco VIC는 운영 체제 및 하이퍼바이저를 
위해 진정한 PCIe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운영 체제에서 특별한 SR-IOV 
드라이버를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관리 도메인에서 랙 서버와 블레이드 서버를 직접 
연결하므로 운영이 더욱 간소화됩니다. 이제는 빅 데이터와 같은 베어 메탈(bare-metal)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랙 서버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블레이드 
서버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대기 시간이 
짧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호스팅하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간에 신속하게 데이터를 
이동함으로써 통찰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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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IC와 그 네트워크 정책을 개별 가상 머신에 연결하여 가상 머신이 물리적 서버 간에 
이동하는 동안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Cisco Data Center VM-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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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매우 편리하고 지능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센터 
컴퓨팅 환경을 연결하고 관리합니다.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시킵니다. Cisco Unified Fabric과 Cisco FEX 기술이 랙 서버, 블레이드 서버, 
가상 머신을 동등한 리소스로 간주하면서 통합하므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호스팅하고 이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빅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베어 메탈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연결하는 데 따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매우 간단하게 구현되며 최대 160개의 블레이드 서버 및 랙 
서버를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엔티티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는 랙 및 블레이드 
섀시마다 I/O 구성의 복잡성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지점에서 전체 시스템의 상호 연결과 
관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성을 줄입니다. 

동적 및 민첩한 용량 할당 방식에는 와이어 원스(wire-once) 모델이 적용되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 등 모든 I/O 유형에 일관된 액세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버 연결의 적시

(JIT)구성으로 인프라 사일로를 해소합니다. Cisco UCS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적으로서 
애플리케이션에 적응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각기 다른 서버 구성에 적응할 
필요 없이 거의 모든 리소스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Cisco SingleConnect는 지능성, 간소화, 구축 편의성을 두루 갖춘 기술입니다. 어디서나 
신속하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며, 더 우수한 트랜잭션 응답 기능으로 
까다로운 워크로드도 수용하고, 간소화되고 통합된 인프라 및 통합 관리의 자동화를 통해 
설비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 Cisco UC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ucs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FEX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fex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Data Center VM-FE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vmfex
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시스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prod/
ps10265/cisco_ucs_management.ht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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