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UCS에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하는 5가지 방법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Cisco UCS®

3. 성능 개선
모든 공급업체가 뛰어난 성능의 Intel Xeon 
프로세서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오직 Cisco UCS만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Cisco UCS는 여타 수많은 벤치마크와의 기본 
CPU 성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및 HPC 
비교에서 기록을 세우며 가장 앞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1. 패브릭 중심 아키텍처
Cisco UCS는 시스템의 내장형 관리 기능을 통해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액세스 구성을 프로그래밍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업계 최초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성능을 
조절하는 고객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추가 서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혁신적인 패브릭 중심 솔루션은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비용 컴퓨팅 및 
진정한 IT 혁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입증된 애플리케이션 성능
Cisco UCS의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성능은 입증된 
명백한 사실이며 100회 이상의 세계 기록을 세우는 
성능 벤치마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지능형 Intel 
Xeon 프로세서의 Cisco UCS 통해 물리적,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워크로드가 얼마나 탁월하게 실행되는지 
여러 차례 입증한 바 있습니다. 

4. 자동화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Cisco UCS는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성능은 물론 구축을 
가속화하고, 성능을 예측하며, IT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된 
구성 모델을 제공합니다. 

5. 엔터프라이즈의 애플리케이션 니즈 파악 
오늘날 비즈니스는 TCO 절감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통합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Cisco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엔드 투 엔드 지원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된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isco UCS 성능 벤치마크 
결과 
벤치마트 내용:

• 세계적 수준의 CPU 성능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 세계적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성능

• 세계적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미들웨어 성능

•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컴퓨팅
(HPC)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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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만물 인터넷(IoE)의 핵심 요소이자 놀랄만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T 팀은 종종 단절된 
기술 사일로와 지나친 복잡성으로 인해 업무 지연에 시달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적으로 간소화된 
Cisco UCS (Uni�ed Computing System) 서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5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ciscokorea
https://www.linkedin.com/company/cisco-data-center-and-cloud
https://twitter.com/ciscoKR
https://plus.google.com/114381144808300038585
http://www.ciscokrblog.com/
http://instagram.com/ciscodc
http://www.slideshare.net/Ciscodata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