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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DC는 기업 IT 리더들이 정책 기반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및 셀프 서비스로 활성화되는 

통합된 인프라,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통합 클라우드 및 인프라 관리 전략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Technology Spotlight에서는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 변화에 있어서 통합 

인프라와 클라우드 관리가 수행할 중요한 역할을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Cisco의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및 UCS Director 제품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합니다. 

클라우드 및 통합된 인프라에 의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와 

운영의 변화 

IDC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IT 조직이 다양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해 동안 계속 지원하면서도 

점차 셀프 서비스 클라우드와 IaaS(IT-as-a-Service)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이 되면 평균적으로 기존 클라우드 사용자와 클라우드를 계획하고 있는 사용자는 

IT 예산의 26%를 기존 사내 IT에 할당하고 15%를 기존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아웃소싱 또는 호스트되는 

IT 솔루션에 할당할 것입니다. 예산의 나머지는 다양한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에 걸쳐 

분배될 것입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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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3년, 향후 24개월, 2020년의 IT 예산 할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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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109  

참고:  

응답자는 2013년의 IT 및 LOB 의사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림은 조직의 총 연간 IT 예산 중 클라우드 및 기존 IT 구매/관리 모델에 할당된 예상 비율을 
보여줍니다. 

출처: IDC의 CloudTrack Survey, 2013년 

 

동시에 통합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하며 주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듈식 

빌딩 블록 방식을 사용한 빠른 구축을 통해 리소스와 워크로드를 신속히 확장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하드웨어 플랫폼 및 아키텍처와 차별화됩니다. 또한 사전 통합되어 있고 내부 동-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즉시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구축과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처리 및 

네트워크 오버헤드와 잠복을 줄입니다.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된 알고리듬을 통해 기본 기능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레벨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물론 최종 사용자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API를 제시합니다. 

얼리 어답터 사이에서는 IT 조직이 데이터 센터 기술 리프레시 주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새로운 구축을 위한 표준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1 단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운타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리소스 사용률을 높이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차세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모두 지원하도록 

구축되고 있습니다. 초기 사용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프라 프로비저닝 시간 30% 이상 

개선, 다운타임 32% 감소, IT 직원 생산성 29% 개선, 29% 빨라진 출시 기간 등 막대한 이점을 얻고 

있다고 보고합니다(그림 2 참조).  

향후 24개월 

기존 사내 IT  

기존 아웃소싱 IT/ASP/애플리케이션 관리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호스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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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 시스템 사용으로 경험한 개선 효과 

Q. 각 영역에서 몇 퍼센트의 개선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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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모든 응답자가 특정 유형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IDC의 Converged and Integrated Systems End-User Survey, 2013년 7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하는 조직의 경우, 기본적인 셀프 서비스 VM(가상 머신) 프로비저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이 보다 정교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하고 더욱 다양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구축함에 따라 통합된 인프라 시스템과 통합되는 클라우드 관리 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사용자가 다양한 사내 레거시,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서비스를 요청하고 셀프 프로비저닝을 위한 통합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셀프 서비스 포털 및 서비스 카탈로그를 찾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통합된 인프라 전략이 

성숙함에 따라 IT 조직은 인프라 관리와 클라우드 관리 기능을 긴밀히 통합하고 자동화하는 관리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통합, 자동화 인프라 및 클라우드 관리의 이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조직의 경우, 인프라 및 클라우드 관리를 자동화하는 통합 접근 방식은 

IT 리소스 사용률, IT 직원 생산성, 최종 사용자 서비스 수준 및 최종 사용자의 IT 만족도를 높이는 추가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지 리소스 사용률 개선  

(n = 133) 

컴퓨팅 리소스 사용률 개선  

(n = 154) 

다운타임 감소  

(n = 165) 

빠른 인프라,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n = 155) 

데이터 센터 시설, 전력 및 냉각 비용 절감  

(n = 159) 

출시 시간 단축 (n = 98) 

IT 직원 생산성 향상 (n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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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특정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 전용으로 쓰이는 단일 용도의 사일로화된 관리 툴에 

의존하는 이전 세대 데이터 센터 관리자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데이터 센터 운영 팀은 훨씬 빠르게 

요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보다 정적인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는 충분했던 단편적인 툴 및 

프로세스는 최종 사용자가 즉석에서 리소스를 요청할 수 있고 바로 응답을 기대하는 시대에는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워크로드 요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최종 사용자는 며칠, 몇 주 또는 몇 

개월이 아닌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클라우드 구축은 데이터 센터 관리 우선 순위와 관리의 통합 및 간소화,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IDC의 연구에 따르면 IT 의사 결정권자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향한 여정에서 우선적으로 통합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관리 소프트웨어 제품이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프로비저닝 툴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IT 의사 결정권자는 별도의 툴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물리 서버, 가상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위해서는 리소스를 할당하고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며 필요에 따라 수요 변화에 적응하는 인프라 관리 시스템과 최종 사용자 

서비스 카탈로그 사이에 긴밀히 연결된 통합과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은 기반 인프라 관리자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최종 사용자 요청을 빠르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 운영 팀은 애플리케이션 및 미들웨어는 물론 물리 및 가상 인프라의 전체 스택을 지원하는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반 프로비저닝 자동화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빠르게 활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성 규정준수와 리소스 사용률을 높이면서 인적 오류와 

다운타임은 줄일 수 있습니다.  

Cisco UCS Director 및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고려 

Cisco는 물리, 가상 및 클라우드 자동화를 함께 지원하는 2개의 통합 제품을 제공합니다. 제품: 

 Cisco UCS Director: Cisco UCS 기반 통합 시스템(Vblock, FlexPod 및 VSPEX)은 물론 제 3자 

인프라를 포함하여 자동화된 물리 및 가상 인프라 관리를 제공   

 Cisco IAC(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최종 사용자 셀프 서비스 포털 및 서비스 

카탈로그로부터 풀 스택 클라우드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거버넌스 및 사용량 

추적을 제공 

각 제품은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Cisco 및 제 3자 인프라의 이기종 혼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두 제품 간 통합으로 물리적 나금속, 가상 및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로부터 엔드 투 엔드 자동화가 지원됩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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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isco 통합 클라우드 및 인프라 관리 아키텍처 

 

출처: Cisco, 2014 

 

Cisco UCS Director(전 Cloupia)는 단일 창 방식(Single Pane of Glass)을 통해 Cisco 및 제 3자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책 기반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제품은 이제 UCS Manager 및 

UCS Central은 물론 새로운 UCS Invicta(전 Whiptail)와도 통합되어 Cisco UCS 아키텍처를 위한 

심층적인 인프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Nexus 9000을 포함한 Cisco Nexus 데이터 센터 스위칭 

패브릭을 지원하며 최신 릴리스에서 VMware vSphere 및 Microsoft Hyper-V 지원을 포함한 멀티 

하이퍼바이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거 몇 개의 릴리스에서 UCS Director는 각각 Cisco UCS와 Nexus 인프라를 포함하는 NetApp 

FlexPod, VCE Vblock 및 UCS 기반 EMC VSPEX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3분기 IDC Worldwide Quarterly Integrated Infrastructure and Platforms Tracker(2013년 12월 

20일)에 따르면, 이들 세 시스템은 모두 합쳐 전 세계 인프라 및 플랫폼 시장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E Vblock이 16.8%, NetApp의 FlexPod이 15.4%, EMC VSPEX가 

14.6%입니다. UCS와 관련 통합 시스템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고객은 다양한 데이터 

센터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에 걸쳐 UCS Director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대규모 멀티 벤더 데이터 센터 환경을 위한 UCS Director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현재 HP와 Dell 등의 벤더가 제공하는 시스템과 통합되며 추가적으로 

NetApp(클러스터된 ONTAP 포함)과 EMC(VMAX 및 VNX2 포함)의 스토리지도 지원합니다. 최신 

릴리스에서는 최대 5,000개의 장치와 50,000개의 가상 머신을 포함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추가 제 3자 기기 지원을 위한 SD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S Director 최신 릴리스는 Cisco IAC 및 제 3자 클라우드 관리 툴을 위한 노스바운드 API를 포함하여 

완벽하게 통합된 인프라 및 클라우드 관리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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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AC는 Cisco와 제 3자의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풀 스택 클라우드 

워크로드 오케스트레이션,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거버넌스 및 사용량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IAC의 핵심 구성 요소는 서비스 카탈로그인 Cisco Prime Service Catalog,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인 Cisco 

Process Orchestrator,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Cisco Prime Network Services 

Controller입니다. UCS Director가 물리 및 가상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Cisco의 초점이 되면서 Cisco는 

UCS Director의 심층적인 인프라 관리 기능을 보완하는 클라우드 관리 기능에 집중하고자 IAC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IAC 최신 릴리스는 사용자 환경을 간소화하고 보다 직관적인 페르소나별 관리자 및 최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 기반 통합 서비스 요청 및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하는 향상된 최종 사용자 서비스 카탈로그와 IaaS(IT-as-a-Service) 포털은 물론 

향상된 거버넌스, 할당량 기반 프로비저닝 및 서비스 가격 책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이 서로 다른 

요금제를 따르는 개별 테넌트 또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기능도 포함됩니다.  

Cisco는 아웃-오브-더-박스(out-of-the-box) IAC 통합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최신 IAC 릴리스에는 인프라 

관리를 위한 UCS Director와의 신속한 통합이 포함되며 앞서 언급한 노스바운드 API를 활용합니다. 

또한 IAC는 내장형 Cisco Prime Network Services Controller를 통해 VPN, 방화벽 및 로드 밸런서 

전반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자동화를 가속하는 뛰어난 기능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하는 조직을 위해 IAC는 Amazon Web Services, OpenStack 및 VMware vCloud와의 

통합을 비롯하여 온프레미스 및 외부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아웃-오브-더-박스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포함합니다.  

IAC 최신 릴리스는 조직이 자체 모범 사례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확대할 수 있는 

추가 사전 제작 템플릿, 카탈로그 컨텐츠 및 자동화 워크플로를 포함합니다. 또한 Cisco는 IAC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및 미들웨어 자산(OS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여 IAC가 단순한 VM 및 IaaS 프로비저닝에서 벗어나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스택 제공과 

진화한 클라우드 관리 경험으로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하도록 DevOps 가속기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성 관리를 위한 Puppet 및 Chef와의 내장형 통합이 포함됩니다. 

UCS Director 및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최신 릴리스를 통해 Cisco는 인프라와 클라우드 관리 및 

자동화를 긴밀히 통합하기 위한 약속을 상당히 진척시켰습니다. IDC는 2014년에도 Cisco가 이러한 

제품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워크플로 통합을 계속하여 더 많은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미들웨어 

제품은 물론 OpenStack 및 제 3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오픈 소스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  

계속 성장 중인 Cisco의 인프라 및 클라우드 자동화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많은 면에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Cisco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Cisco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의 선도업체이지만 고객 설치 

기반외에는 Cisco의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Cisco UCS Director와 IAC는 이기종 하드웨어, 멀티 하이퍼바이저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기업 클라우드 전략이 이기종 및 퍼블릭/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수용하면서 Cisco는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더 다양한 기존 및 신규 고객의 인프라 및 클라우드 관리 

수요를 충족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Cisco는 성장 중인 폭넓은 물리 및 가상 인프라 관리,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기능에 관한 인지도를 높여 아직 장기적인 클라우드 관리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 있는 고객을 포함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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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IDC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자동화에 대한 고객 수요가 셀프 서비스 

VM 프로비저닝을 넘어 통합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DevOps 라이프사이클 자동화, 정책 기반 풀 스택 

프로비저닝, 엔드 투 엔드 서비스 모니터링, 거버넌스 및 분석을 포함하는 실시간 정책 기반 엔드 투 

엔드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및 인프라 구성, 문제 해결 및 최적화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T 

조직은 기존 관리 전략 및 단편적인 툴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확장하거나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응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관리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고객에게  

공개된 산업 표준과 뛰어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한 풀 스택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러한 

솔루션은 기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관리 툴과의 통합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퍼블릭,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운영의 모든 면을 간소화합니다.  

Cisco가 계속해서 인프라 및 클라우드 관리와 자동화 기능을 통합하고 이기종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풀 스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한다면 기존 및 신규 고객 어카운트에 걸쳐 여러 새로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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