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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를 
탑재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Series 랙 
서버와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유연한 메시징 기능과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메시징과 공동 작업은 모든 직원의 커뮤니케이션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IT 인프라의 중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은 직원 각자가 여러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한 가지 특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메시징 플랫폼에 의지하는 방식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좋은 메시징 
플랫폼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확장성을 쉽게 제공하여 새로운 직원, 합병 및 인수 지원 

• 서버 유연성을 통합하여 수요 증가 시 쉽게 지원

• 직원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IT에서 승인한 모든 장치 또는 소비자용 장치를 
통해 동일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BYOD(bring-your-own-device) 모델 지원 

• 위험을 줄이고 조직의 규정 및 법적 요구 사항 준수 강화

• 갈수록 증가하는 메시지 포함 데이터의 플로우 가속화

• 설비 투자(CapEx) 및 운영 비용(OpEx) 감소 

Intel Xeon 프로세서가 탑재된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실행하는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독립형 서버로 배포한 경우와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의 일부로서 배포한 경우 모두 기업 메시징 솔루션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랙 서버와 블레이드 서버가 있어 테스트를 통과한 
표준 플랫폼을 비즈니스 요구에 딱 맞는 유연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 Microsoft Exchange 
Server용

중소기업에 적합한 솔루션

솔루션 개요
2012년 12월

특징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Series 랙 서버와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 

이 솔루션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균형 잡힌 성능과 용량
• 향상된 유연성
• 확장성 높은 용량
• 뛰어난 성능

통합 가상화 지원

• Cisco UCS는 가상화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가상화된 환경에서 Microsoft 
Exchange를 쉽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 간소화

• Cisco UCS C-Series 랙 서버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Cisco 
UCS에 통합하여 함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감소

• 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관리되는 서버 
세 대만으로도 고가용성과 재해 복구
(DR)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소유 비용(TCO) 절감

• Cisco UCS는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낮아 총 소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성능, 확장성, 유연성 

• 다양한 Cisco UCS C-Series 서버를 
사용하여 공동 작업 및 기타 서버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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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선택 옵션 이상을 
제공하는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Microsoft Exchange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확장하려면 컴퓨팅 인프라, 스토리지 
용량 및 스토리지 성능이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에 신뢰할 만한 
스토리지 파트너의 솔루션을 접목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다양한 
컴퓨팅 및 메모리 구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규모로 구현하려는 
회사는 2소켓 Cisco UCS C240 M3 랙 
서버와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내부 스토리지를 갖춘 일체형 
독립 시스템을 만들면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조직과 함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구현의 경우는 SAN
이나 NAS(Network-Attached Storage)
를 사용하여 더 큰 수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 확장성 및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Intel Xeon 
프로세서의 폭넓은 성능과 확장성을 
활용하면 IT 부서에서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메시징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 테스트를 마친 세 가지 구성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표 1).

균형 잡힌 성능과 용량

성능과 용량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 
일체형 솔루션을 원하는 회사는 Cisco 
UCS C240 M3 서버와 Intel Xeon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의 SFF 드라이브를 지원하여 최대 
24TB(테라바이트)의 내부 데이터 용량을 
얻을 수 있는 Cisco UCS C240 M3 
서버는 경제적인 Microsoft Exchange 
Server 배포로 시작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시키려는 중소기업에 좋습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

유연한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을 이룹니다. 적응성이 좋은 성능과 
내장된 기능을 Intel 통합 I/O와 결합하면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는 실제 
환경과 가상화 환경 모두에서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을 활용하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성능을 강화하고 메시징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는 스토리지

Cisco UCS C220 M3 랙 서버는 
성능에 비해 작은 크기 덕에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Microsoft Exchange 

표 1.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7 및 2010용 기본 구성 플랫폼으로 우수한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균형 잡힌 성능과 용량
(내부 스토리지)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는 
스토리지
(외부 스토리지)

시스템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2개의 랙 장치(2RU)

Cisco UCS C220 M3 랙 서버
1RU

컴퓨팅 2소켓, Intel Xeon 프로세서  
E5-2600 제품군(최대 16코어)
- 최대 768GB RAM 
- 5개의 PCI Express(PCIe) 슬롯
- 통합 쿼드 기가비트 이더넷

2소켓, Intel® Xeon® 프로세서  
E5-2600 제품군(최대 16코어)
- 최대 512GB RAM
- 2개의 PCIe 슬롯  
- 통합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스토리지 최대 24개의 소형 폼 팩터(SFF) 
SAS, SATA 또는 SSD 드라이브로 
최대 24TB의 스토리지
RAID 0, 1, 5, 6, 10, 50 및 60 
지원

EMC 또는 NetApp의 SAN 또는 
NAS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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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플랫폼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인 EMC, NetApp, Hitachi Data 
Systems(HDS) 또는 다른 타사의 공유 
SAN 스토리지와 결합하여 확장하면 
더 크고 더 많은 사서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C220 
M3 서버는 확장성 있는 메시징 플랫폼이 
필요한, 성장하는 중견 기업에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의 이점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는 독립형 
랙 서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 센터 통합 및 사설 
클라우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더 
큰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CS 
서버 제품군의 구성 요소는 모두 
단순히 뛰어난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가상화 지원

모든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또는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가상화가 
서버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VMware vSphere 및 Microsoft 
Hyper-V 하이퍼바이저를 훌륭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서버 
통합이나 사설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고려 중인 비즈니스에 특히 중요합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는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와 Intel Virtualization 
Technology(VT) 및 내부 메모리를 통해 
여러 Microsoft Exchange Server 역할을 
단일 서버에 통합하기에 충분한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그림 1). 또한 Cisco® 
VIC(Virtual Interface Card)는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리하여 네트워크 가시성을 
높이고(개별 가상 머신 수준까지),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vNIC)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가시성이나 가상 
네트워크 성능에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 
실제 네트워크와 가상 네트워크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 간소화

Cisco UCS C-Series 랙 서버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Cisco UCS에 통합하여 함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당장의 요구에 적합한 서버를 독립형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도 나중에 Cisco 
통합 관리 모델로 이행할 능력도 확보할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기본 데이터 센터

사서함 
역할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및 
허브 전송 역할

데이터 가용성 그룹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사서함 
역할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및 
허브 전송 역할

사서함 
역할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및 
허브 전송 역할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Cisco Nexus® 5548UP
Switch

Cisco Nexus® 5548UP
Switch

DR 기본 데이터 센터

그림 1. Microsoft Windows Server Hyper-V 및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을 
사용하는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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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모든 
Cisco UCS 서버에 사용되는 단일 유선 
방식의 구축 모델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제는 어댑터를 설치하고 랙과 스위치 
배선을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I/O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을 한 
인터페이스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패브릭이 구축되면 
인터페이스 카드, 케이블, 업스트림 
네트워크 포트도 적게 필요하므로 구입, 
전력, 구성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에는 x86 표준 관리 
기술과 고급 Intel Xeon 프로세서 오류 
보고 기능, 그리고 Cisco 혁신 및 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IMC)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GUI를 통해 서버의 Cisco IM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 사용

• 원격 키보드, 비디오 및 마우스(KVM)
를 사용하여 서버 콘솔 화면 액세스

• 부팅 가능한 미디어를 통한 원격 
장착의 경우 vMedia 사용

• 명령행 인터페이스(CLI) 사용

• 내장된 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SNMP) 사용

조직이 통합 관리로 이행해도 모든 Cisco 
UCS 서버는 단일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서버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어려운 
작업도 마치 단일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Cisco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구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버 배포를 
통한 확장도 몇 시간에서 며칠이 아닌 
몇 분 안에 간단한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통합 관리를 
수행하려면 Cisco UCS 패브릭 상호 
연결에 내장된 통합 관리 서버(Cisco 
UCS Manager)에 액세스합니다. Cisco 
IM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GUI, 
CLI 또는 Microsoft Windows PowerShell
을 Cisco UCS PowerTool과 통합하는 

XML API를 통해 Cisco UCS Manager
에 액세스하여 직원 지식과 모범 사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

업계 표준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Cisco UCS를 배포하면 구현 
중에 Microsoft Exchange Server 배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는 구성을 사전에 테스트하며 최적화된 
구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지침인 Cisco Validated Design
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그룹(DAG)과 이중 액티브-액티브 
구성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Cisco UCS 
서버를 구성하고 고가용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버 세 대만 있으면 Cisco 
UCS와 Microsoft Exchange Server로 
리던던시 및 재해 복구 기능을 제공하며 
전체 배포 환경을 한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림 2). 

총 소유 비용 절감

IT 부서는 혁신적인 Cisco UCS 설계와 
경제적인 Intel Xeon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줄일 수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 Microsoft Exchange Server용

© 2012 Cisco Systems, Inc.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문서는 Cisco 공용 정보입니다. 페이지 5 / 6

있습니다. 통합 패브릭에서는 필요한 
구성 요소 및 연결된 관리 접점 수가 
더 적기 때문에 관리를 간소화하고 
IT 직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단일 유선 설계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전체의 배선을 변경하지 않고도 
쉽게 확장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전력 및 냉각 기능이 효율적이므로 환경 
비용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모두 구입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낮추므로 총 
소유 비용(TCO)이 내려갑니다.

뛰어난 성능, 확장성, 유연성 
Cisco UCS C-Series 랙 서버는 여러 
가지 구성으로 제공되므로 IT 부서에서 
현재 작업에 적합한 서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서버는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인프라에 높은 성능과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는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확장 및 배포 프로세스도 

전보다 간단합니다. 제품군이 데이터 
센터 수요 전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Cisco UCS Manager
에서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B-Series 블레이드 서버를 단일 관리 
도메인에 통합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그림 3).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뛰어난 Microsoft Exchange 
Server용 플랫폼

Cisco, Intel, Microsoft는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서 기술 솔루션을 결합하여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의 성능, 확장성, 
관리 기능, 경제성을 크게 강화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비전과 능력이 결합한 결과, 기업들은 
차세대 비즈니스 툴의 설계 및 구현을 
도울 든든한 아군을 얻었습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Intel Xeon 
프로세서, Microsoft Exchange Server
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라 
낮은 TCO로 쉽게 확장이 가능한, 표준 
기반의 치밀한 독립형 또는 통합형 
메시징 환경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기본 데이터 센터

사서함 
역할

데이터 가용성 그룹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사서함 
역할

사서함 
역할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Cisco Nexus® 5548UP
Switch

Cisco Nexus® 5548UP
Switch

DR 기본 데이터 센터

그림 2. 데이터 가용성 그룹을 이용한 액티브 액티브 리던던시 및 재해 복구 구성

Cisco UCS C22 M3 랙 서버

Cisco UCS C24 M3 랙 서버

수평 확장 및 Web 2.0

Cisco UCS C240 M3 랙 서버

Cisco UCS C220 M3 랙 서버

Cisco UCS C250 M2 랙 서버

엔터프라이즈급

Cisco UCS C460 M2 랙 서버

미션 크리티컬

Cisco UCS C260 M2 랙 서버

그림 3. 데이터 센터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Cisco UCS 랙 서버



미주 지역 본부  
Cisco Systems, Inc.  
캘리포니아, 산호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Cisco Systems (USA) Pte. Ltd.  
싱가포르

유럽 지역 본부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Cisco UCS C-Series 랙 서버와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 Microsoft Exchange Server용

Cisco는 전 세계에 200여 개 이상의 지사가 있습니다. 각 지사의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는 Cisco 웹 사이트 www.cisco.com/go/o�ces에서 확인하십시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로 이동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Cisco와 다른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110R)   LE-37801-00 1212

추가 정보

• Cisco UCS C-Series 서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sco.com/
en/US/products/ps10493/index.html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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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UCS에서 실행하는 Microsoft 
Exchan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
solutions/ns340/ns414/ns742/
ns743/ns751/landing_microsoft.html
을 참조하십시오.

•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l.com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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