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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성과 
달성. 사용률 향상. 직원 효율성 
향상. 공간, 전력 및 냉각 요구 사항 
감소." 모든 공급업체에서 같은 
약속을 합니다. Cisco는 실제로 제공합니다.

가상화 기술은 서버 통합을 가능하게 했지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인프라를 
확장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트워크 소유권이 
네트워크 관리자와 서버 관리자 간에 분산됩니다. 보안은 최소 공통분모 방식에 
의해 관리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가상 머신으로 인해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관리자의 관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포스트 가상화 시대를 고려한 플랫폼

Intel® Xeon® 프로세서를 탑재한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는 
가상화된 환경의 인프라 문제를 검증하여 가상화의 약속을 이행하는 플랫폼입니다. 
Cisco UCS는 자동화된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Cisco에서만 제공되는 성능 최적화와 효율적인 
리소스 균형 조정을 통해 Intel Xeon 프로세서의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상화가 
네트워크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관리자는 가상 머신을 물리적 서버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뛰어난 확장성, 가시성 및 제어 기능과 함께 대규모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Cisco UCS는 주요 하이퍼바이저를 시스템 자체의 통합 관리 
기능과 긴밀하게 통합합니다. 그 결과 폭넓은 선택권과 효율적인 가상화, 향상된 통합 
비율, TCO(총 소유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 
가상화 및 통합을 고려한 성능과 구성

솔루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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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가상화의 약속을 이행하는 인프라

• Intelligent Intel® Xeon®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는 안정적이고 
민첩하면서 확장성이 뛰어난 탄력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여 TCO(총 소유 
비용)를 절감하면서 향상된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신속한 구축

• 자체 인식, 자체 통합 인프라에서 
서버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구성하여, 
탄력적인 인프라가 생성됩니다.

간소화된 아키텍처

• 아키텍처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향상된 성능

• 효율적인 인프라를 통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 UCS는 가상화 
벤치마크에서 14개의 세계 기록을 
수립하여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보안 향상

• 물리적 서버와 마찬가지로 가상 머신을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여 유선 레벨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고가용성

• 네트워크 패브릭이 단 하나의 오류 
지점도 없이 설계되었습니다. 

유연성 향상

• Cisco UCS는 단일 Cisco VIC(Virtual 
Interface Card)를 통해 업계를 
주도하는 모든 하이퍼바이저와 모범 
사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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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통합 시스템

Cisco UCS는 Intel Xeon 프로세서를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액세스와 
결합하여 응집력 있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통합 데이터 센터 플랫폼입니다. 또한 
통합 모델 기반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배포하는 지능형 인프라입니다. Cisco 
UCS의 통합 I/O 인프라는 10Gbps 
통합 패브릭을 사용하여 IP, 스토리지 및 
관리 트래픽을 지원하고, Cisco® FEX 
기술(Fabric Extender Technology)은 
네트워크를 서버 및 가상 머신에 직접 
연결하여 성능, 보안 및 관리 용이성을 
향상합니다.

Cisco UCS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 
랙 및 블레이드 서버의 포괄적인 제품 
라인을 모두 지원하므로, IT 부서에서는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서버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신속한 구축

가상화된 환경은 작업 요구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는 
가상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작업 요구 변경에 
따라 확장/축소할 수 있는 탄력적인 
환경을 구축합니다. 

Cisco의 접근 방식에 따라 IT 부서에서는 
가상화된 환경을 위한 뛰어난 인프라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환경에서는 서버 및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지루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구성 프로세스를 통해 확장이 
진행되므로 완료하는 데 며칠 또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isco 
UCS는 시스템에 연결되는 서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자체 
인식, 자체 통합 인프라이므로 네트워킹 
구성 요소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는데 Cisco UCS를 
사용하는 IT 부서에서는 단 몇 분 만에 
확장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목표 및 
SLA(서비스 수준 계약)를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성을 통해 일관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구성 변경에 따른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Central Software로 Cisco 
UCS의 자동 구성 기능을 확장하여, 단일 
데이터 센터의 Cisco UCS 도메인 내에 
있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최대 
10,000대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Uni�ed Computing System)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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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Fabric Interconnects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관리 도메인으로 통합 
시스템당 최대 2개의 일치하는 인터커넥트 짧은 
지연 시간, 무손실, 10GE 및 FCoE 연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로 업링크: 10GE, 기본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내장된 모델 기반 통합 관리

Cisco Fabric Extenders
블레이드 랙 서버에 유니파이드 패브릭 배포 복잡성 
없이 데이터 및 관리 평면 확장 Cisco UCS 2208XP: 
블레이드 섀시당 최대 160Gbps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s 사용) 
Cisco UCS 2104XP: 블레이드 섀시당 최대 80Gbps 
Cisco Nexus 2232PP: 랙 마운트 서버를 시스템에 통합

Cisco UCS 5108 블레이드 섀시
최대 8대의 절반 너비 블레이드 서버 또는 4대의 
전체 너비 블레이드 서버 지원 연결 및 관리를 위해 
최대 2개의 패브릭 익스텐더 지원 직류 공기 흐름, 
92% 효율 전원 공급 장치, N+1, 그리드 감소

Cisco UCS 서버
Intel Xeon 프로세서 단독 탑재 세계적인 기록의 
성능 워크로드에 맞게 서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품 라인 Cisco UCS Manager를 통해 ID, 
개인 정보 및 연결의 모든 부문 구성

그림 1. 통합 데이터 센터 플랫폼인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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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서에서는 글로벌 인벤토리 및 
조정된 구성과 함께, 규모와 관계없이 
가상화된 환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는 산업 표준 x86 아키텍처 
서버(예: Intel Xeon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용으로 설계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하이퍼바이저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Cisco UCS는 
Microsoft Windows 2012 Hyper-V,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및 VMware 
vSphere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향상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간소화된 아키텍처

기존의 가상화된 환경은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기능 및 I/O 형식을 
위한 여러 물리적 네트워크로 인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여러 물리적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확장되므로 가상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Cisco 
UCS를 사용하면 이러한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구성 요소가 더 
적은 아키텍처와 단일 관리 지점을 통해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패브릭

Cisco UCS의 대기 시간이 짧은 
고대역폭 통합 패브릭을 통해 여러 
네트워크가 하나로 압축되므로, 
배선 및 스위칭 인프라가 줄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절감됩니다. 10Gbps 
통합 패브릭은 시스템 관리 트래픽, 
프로덕션 IP 네트워킹, 스토리지 트래픽, 
가상화된 환경에 필요한 여러 추가 
네트워크(예: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개별 네트워크) 등을 처리합니다. 
IT 부서에서는 단일 케이블 집합을 
사용하여, 리소스 공유의 이점을 
누리면서 각 네트워크가 개별적으로 
운영될 때와 같은 수준의 보안 및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 없이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모든 
서버에 SAN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Fabric Extender Technology
Cisco FEX 기술은 여러 네트워크 계층을 
하나로 압축하므로 하이퍼바이저 내의 
소프트웨어 스위치와 모든 랙 상단 또는 
모든 블레이드 서버 섀시 내의 하드웨어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복잡성이 더욱 줄어듭니다. 
그 결과 Cisco UCS를 사용하면 구매, 
구성, 전력 소비, 냉각 및 유지 관리할 
구성 요소가 감소됩니다. 서버 CPU가 
소프트웨어로 스위치를 에뮬레이션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아키텍처가 간소화되어 성능이 
향상됩니다.

성능 및 통합 비율 향상

Cisco UCS는 Intelligent Intel Xeon 
프로세서가 장착된 산업 표준 x86 
아키텍처 서버로 시작되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과 업무상 
중요한 솔루션에 필요한 기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Intel Xeon 프로세서 
E7 제품군이 탑재됩니다.

동일한 프로세서가 장착된 서버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많지만, Cisco는 
효율적인 리소스 균형 조정을 통해 
이들 프로세서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이러한 균형 조정을 통해 
프로세서 기능 벤치마크 결과에서 70개 
이상의 세계 기록을 수립하여 우수한 
가상화 성능과 향상된 통합 비율을 
입증했습니다.

가상화 성능 세계 기록

Cisco는 가상화 성능 평가는 물론이고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등과 같은 
일반 작업 수행에 대한 기본 인프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VMware® 
VMmark™ 벤치마크에서 14개의 세계 
기록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서버당 최대 160Gbps의 
대역폭을 연결할 수 있는 Cisco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는 Cisco의 
성능 향상에 부분적으로 기여합니다. 
시스템의 고대역폭 통합 패브릭은 
Cisco의 탁월한 확장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합니다.

신속한 가상 머신 프로비저닝

강력한 보안 전자 금융 거래 솔루션 
업계의 리더이자 공급자인 Euronet 
Worldwide는 Cisco UCS를 배포하여 
서버를 구현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이전 인프라에 비해 
최대 95% 단축했습니다. 새로운 
구현으로 인해 전력 소비, 냉각 요구 
사항 및 랙 공간이 감소되었습니다.

(Marketwire 보도 자료 참조)

http://www.marketwire.com/press-release/euronet-deploys-cisco-unified-computing-system-and-cloud-infrastructure-nasdaq-csco-15074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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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처리 능력

Cisco VIC는 가상 머신을 패브릭 
인터커넥트 포트에 직접 연결하므로 I/O 
처리량이 최대 38% 향상되며, CPU는 
소프트웨어로 스위치를 에뮬레이션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성능이 향상되고 
가상화된 SAP 환경에서 지원되는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Cisco 
Data Center VM-FEX(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 기술의 성능 향상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실현됩니다. 

업계 최고의 밀도

Cisco는 CPU 사용률을 높이면서 
단일 서버에서 더 많은 가상 머신을 
지원하기 위해 2소켓 서버의 메모리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최초의 
공급업체입니다. Cisco는 특허받은 
Cisco 확장 메모리 기술을 도입한 
이래 경제적인 고밀도 메모리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Cisco의 메모리 
용량 이점은, 단일 2소켓 서버에서 
지식근로자 프로필을 실행 중인 
185대가 넘는 데스크탑과 함께 Cisco 
UCS에서 실행 중인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워크로드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밀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고성능 네트워킹

서버당 최대 160Gbps의 대역폭을 
제공하여 서버 및 가상 머신의 모든 
네트워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isco의 
10Gbps 통합 패브릭은 가상화된 환경을 
위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실현합니다. 

Cisco의 짧은 지연 시간, 고대역폭 
통합 패브릭은 Cisco UCS가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등과 같은 인프라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Cisco FEX 기술과 결합하여 Cisco 
통합 패브릭은 단일 시스템에서 일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축함으로써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가상 머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결정적으로 
탁월한 지연 시간을 실현합니다. 

IT 부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염려하지 않은 채 서버 간에 가상 머신을 
자유롭게 이동하여 리소스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r-Gap 보안

기존의 가상화된 환경에서는 유연성과 
보안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해 가상화 

VM 1 VM 2 VM 3 VM 3 VM 3 VM 4 VM 5VM 3

물리적 포트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Cisco UCS VIC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Cisco UCS
Server

하이퍼바이저

가상 포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가상 포트를 물리적 포트 
변경에 연결

Cisco UCS Manager
에서 포트 프로필 이동

가상 관리자에서 
포트 그룹 이동

가상 관리자에서 
가상 머신 이동

물리적 10Gbps 유니파이드 
패브릭 링크

가상 링크

물리적 포트

Cisco Data Center
VM-FEX

그림 2.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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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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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이퍼바이저가 손상된 경우에 
펌웨어로부터 시스템 이미지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다시 구성하여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알려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은 Cisco UCS에서만 제공합니다.

고가용성

시스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개별 서버에 이르기까지 단일 오류 
지점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중 
통합 패브릭 연결에서는 액티브-
액티브 네트워크 설계 덕분에 모든 
서버가 최대의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 Cisco VIC에 내장된 패브릭 
장애 조치 기능을 통해 트래픽 흐름을 
조정하여 가용성을 지속합니다(그림 3).

Cisco UCS의 자동화된 구성은, 모든 
데이터 센터 위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존 
환경을 새 위치에서 완벽하게 재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된 환경을 지원합니다.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적용하여 
원본 위치의 설정을 복제하도록 서버 
ID, 개인 정보 및 서버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 
Software의 두 번째 릴리스에서는 
단일 GUI를 사용하여 모든 위치의 
모든 서버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백업 서버 및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유지할 필요 없이 조직은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적용하고 장애 발생 
서버의 워크로드를 부팅하여 예비 
서버를 몇 분 만에 구성함으로써 
장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상화 클러스터에서 
단일 예비 서버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예비 서버 수가 줄어듭니다.

유연성 향상

Cisco UCS는 모든 주요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므로, 고객이 원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하고 시스템을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의 정적 I/O 요구 
사항을 지원하고, 무인 구성 모델을 
통해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도록 

Cisco VIC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Mware vSphere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고객은 VMware 
vmkernel, vmconsole, vMotion 및 
스토리지 액세스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비롯하여 VMware 
vSphere 모범 사례를 지원하도록 Cisco 
VI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Data 
Center VM-FEX는 동적으로 구성된 
전용 vNIC(가상 NIC)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합니다. 
소프트웨어 스위치(예: Cisco Nexus® 
1000V Switch)를 사용하려면 프로덕션 
IP 네트워킹 트래픽을 지원하도록 추가 
vNI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VIC 1240

KR

하드웨어 
PortChannels

…

Fabric A에 
40 Gbps 대역폭

Fabric B에 
40 Gbps 대역폭

0 1 2 3 4 255

KR KR

KR KRKR KR

KR KR

1차 경로

2차 경로

256 프로그래밍 가능 
가상 인터페이스

이더넷 NIC
파이버 채널 HBA

(호스트 버스 어댑터)

그림 3. 패브릭 장애 조치 기능을 
내장하여 가용성이 향상된 Cisco 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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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구축을 지원하는 
제품군

Cisco는 고객이 통합 및 가상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원하는 
스토리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제품 번들 및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 Cisco는 Microsoft, Red Hat 및 
VMware의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즉시 구축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Cisco Validated 
Designs를 통해 지원되는 이러한 
솔루션은 테스트와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배포 시간이 단축되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 Cisco Smart Play 프로그램은 
가상화 솔루션의 컴퓨팅 및 네트워킹 
구성 요소를 단일 부품 번호와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주문을 
간소화합니다. Cisco는 가상화된 
환경을 구현하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Smart Play 제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Cisco는 스토리지 구성을 검증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EMC와 VSPEX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isco UCS 서버는 미리 구성된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 가상화된 
환경을 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VCE(Virtual Computing 
Environment) 연합의 Vblock™ 
시스템을 사용하여 Cisco UCS, 
EMC 스토리지 및 VMware 
vSphere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Cisco와 NetApp의 제휴를 통해 
NetApp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Microsoft Windows 2012 Hyper-V 
및 VMware vSphere를 사용하는 
FlexPod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Cisco Data Center 
Optimization Service를 사용하여 가상 
및 클라우드 환경에 빠르고 안전하게 
적응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며 
탁월한 운영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약속 이행

기존 공급업체에서 통합 및 가상화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땜질식 
솔루션을 제공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Cisco에서는 가상화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Intelligent 
Intel Xeon 프로세서가 장착된 Cisco 
UCS는 가상화된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이 내장된 플랫폼으로, 간소화된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배포를 가속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고, 
대규모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가상 
환경을 물리적 환경처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TCO 절감에 기여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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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
US/netsol/ns1197/index.html을 
참조하십시오.

Cisco UCS 가상화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
ucsatwork를 참조하십시오.

Cisco Data Center VM-FE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
vmfex를 참조하십시오.

대규모 통합

NetApp은 Cisco UCS를 사용하여 
테스트 랩을 가상화했고, 178대의 
서버로 구성된 기존의 51개 블레이드 
서버 섀시를 15개의 블레이드 서버 
섀시와 120대의 서버로 구성된 Cisco 
UCS에 통합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의 기술 리더인 Brandon 
Agee는 "NetApp 스토리지 및 
VMware vSphere를 사용하여 첫 번째 
112 서버 Cisco UCS를 단 1시간 만에 
구축했다"고 말합니다.

(사례 연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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