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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HyperFlex HX240c M5 노드 및 
HX240c M5 All Flash 노드 
 
 

 
 

5세대 Cisco UCS 플랫폼에 대한 하이퍼컨버전스 설계 
 

 
모빌리티, 빅 데이터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및 IT 제공 모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속도를 따라가려면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중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Cisco HyperFlex™ System은 완전한 하이퍼컨버전스를 통해 적응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및 컴퓨팅을 차세대 Cisco HyperFlex HX 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합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Cisco UCS®) 기반으로 설계된 Cisco HyperFlex 시스템은 용량 확장에 따른 주문형 지불(pay-as-you-grow) 경제성을 

제공하고 모델 기반 관리를 클라우드로 확장합니다. 
 

구축할 수 있는 간소화 

하이브리드 또는 올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및 관리 툴 선택 기능을 갖춘 Cisco HyperFlex System은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적응, 확장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리소스 풀을 사용하여 사전 통합 클러스터로 구축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강화합니다(그림 1). 
 
Cisco HyperFlex System에는 이제 Cisco UCS M5 랙 서버가 포함됩니다.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를 기반으로 하는 5세대 서버는 

이전 세대 서버보다 더 빠른 프로세서, 더 많은 코어, 더 빠른 대용량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버는 스토리지 및 시스템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는 Intel 3D XPoint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가상 서버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늘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서 유형 

Cisco Public 정보 

 
 

 
 
© 2017 Cisco 및 계열사.© 2017 Cisco Systems, Inc.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Cisco 외부 공개용 문서입니다. 2/6페이지 

Cisco HyperFlex HX240c M5 노드 및 HX240c M5 All Flash 노드 
 
물리적으로 이 시스템은 3개 이상의 Cisco HyperFlex HX240c M5 노드 또는 HX240c M5 All Flash 노드의 클러스터로 제공되며, Cisco UCS 
6200 또는 6300 Series 패브릭 인터커넥트 쌍에 의해 단일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HX240c M5 노드는 고용량 클러스터에 적합하며, HX240c 
M5 All Flash 노드는 고성능, 고용량 클러스터에 적합합니다. 각 노드 컨피그레이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표 1 참조). 

 

● 27.6TB의 HDD(Hard-disk drive) 또는 SSD(solid state disk) 드라이브(최대 87.4TB의 용량 레이어 스토리지)(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옵션 사용 가능) 

● 쓰기 로깅 SAS SSD 또는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드라이브(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옵션을 사용 가능) 

● 데이터 플랫폼 로깅 드라이브 

● VMware vSphere용 M.2 부트 드라이브 

● Cisco UCS VIC(Virtual Interface Card) 1개 

● VMware vSphere ESXi 6.0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됨(ESXi 6.5이 지원되지만 사전 설치되지 않음) 

● 자동화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Cisco UCS 서비스 프로파일 템플릿 
 

모든 노드는 Intel Xeon Scalable CPU 및 차세대 DDR4 메모리를 사용하며 12Gbps SAS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2RU(2-rack-unit) 폼 
팩터에서 우수한 성능, 효율성 향상 및 뛰어난 수준의 적응성을 제공합니다. 

 
그림 1. Cisco HyperFlex System 

 

 
 

하이브리드 컨피그레이션 
HX240c M5 노드 및 HX240c M5 All Flash 노드는 여러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 및 C-Series 랙 서버로 구축하여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연결 및 관리 포인트를 통해 더 많은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성능, 
대역폭,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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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및 이점 
 
표 1에는 HX240c M5 노드와 HX240c M5 All Flash 노드의 기능과 이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1.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메모리 최대 3TB 메모리 

16GB, 32GB, 64GB 또는 128GB DIMM을 사용하는 기능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1개 또는 2개 

14나노미터(nm) 프로세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는 뛰어난 성능, 보안, 민첩성을 갖춘 매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소켓 컨피그레이션에서 최대 28개 코어 

최고의 메모리 채널 성능 

확장성 및 인터코어 데이터 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켓을 통한 3개의 Intel UPI(Ultra Path Interconnect) 링크 하드웨어 지원 보안 

향상 

저전력, 고속 DDR4 메모리 기술 

Intel AVX2(Automated Vector Extension 2)로 성능 향상  

가상 머신 집적도 향상 

필요한 성능을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가능한 최저 전력 소모 상태로 전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자동화된 에너지 효율성 

마이그레이션 및 직접 I/O에 대한 프로세서 지원을 비롯하여 가상화된 환경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하는 유연한 가상화 기술 

최신 프로세서로 프로세서 주파수를 늘리고 보안을 개선하는 혁신 

Cisco HyperFlex HX-Series 노드는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에서 제공하는 향상된 성능을 통해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HX-Series 시스템이 업계 최고 수준의 가격 대비 가치를 유지하게 합니다. 

최대 6개의 PCIe(PCI 
Express) 3.0 슬롯에 대한 
지원, 그 중 4개는 전체 
높이, 전체 길이 

유연성, 한층 더 우수한 성능, 업계 표준 적합성. 

PCIe 2.0 지원으로 높은 I/O 대역폭, 향상된 유연성,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향상된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기능을 위해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지원할 수 있는 슬롯 2개 

mLOM(Modular LAN on 
Motherboard) 

Cisco UCS VIC는 하이퍼바이저 및 가상 머신 지원을 위해 온디맨드로 최대 256개 I/O 디바이스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UCS VIC 1387은 Cisco UCS 6300 Series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2 x 40Gbps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6200 Series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하려는 경우 10Gbps QSA(QSFP-to-SFP adap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 낮은 레이턴시, 무손실, 2 x 40 기가비트 이더넷 

Wire-once 구축 모델로, I/O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려는 경우 어댑터를 설치하거나 랙과 스위치에 대한 케이블 연결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 전력 공급, 구성 및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 카드, 케이블, 업스트림 네트워크 포트 수가 더 적습니다. 

가상화 최적화 I/O 가상화 및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기능, 네트워크를 가상 머신으로 직접 확장  

일관성 및 확장성을 갖춘 운영 모델 

복잡성 감소, 향상된 보안성 및 효율성 

가상 머신 보안 기능과 정책을 랙에서 랙으로, 또는 랙에서 블레이드로 이동하는 기능 

관리 툴 선택 vSphere Web Client 플러그인 또는 Cisco HyperFlex Connect HTML5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일 엔터티로 관리 

서비스 프로파일과 템플릿을 통한 내장 역할 및 정책 기반 관리를 사용하여 전문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관리자의 더욱 효과적인 

활용 지원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및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으로 데이터 센터 관리자가 서비스 프로파일을 신규, 추가 또는 용도 변경된 HX240c M5 

노드 또는 HX240c All Flash 노드와 연결하여 며칠이 아닌 몇 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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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올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이브리드(HDD 및 SSD 메모리)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HX 데이터 플랫폼 용량 레이어용 고용량 컨피그레이션 

HX240c M5 All Flash 노드: 용량 티어용 최대 23개의 3.8TB 또는 23개의 960GB SSD 및 1개의 SAS SSD 또는 NVMe 쓰기 로깅 

드라이브 

HX240c M5 All Flash 노드(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포함): 용량 티어용 23개의 800GB 자체 암호화 SSD 또는 23개의 960GB 또는 

23개의 3.8TB 드라이브 및 1개의 자체 암호화 SSD 쓰기 로깅 드라이브 

HX240c M5 노드: 용량 티어용 최대 23개의 1.2TB SAS HDD 및 1개의 1.6TB SSD 캐싱 드라이브  

HX240c M5 노드(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포함): 최대 23개의 1.2TB 자체 암호화 HDD 및 1개의 1.6TB 자체 암호화 SSD 캐싱 드라이브 

240GB SSD 로그 드라이브 1개  

모듈형 M.2 부트 드라이브 

Cisco 12Gbps Modular SAS HBA(host bus adapter)와 내부 SAS 연결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포인터 기반 스냅샷 기능  

거의 즉각적인 복제 

인라인 중복 제거 및 압축  

재해 복구용 네이티브 복제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및 엔터프라이즈 키 관리 통합을 사용한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한 자동화된 구성을 위해 Cisco UCS 관리툴 또는 Cisco HyperFlex 대시보드에 연결 

고급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기능 

고가용성 및 자가 치유 아키텍처  

강력한 보고 및 분석 

핫스왑형 전면 액세스 가능 드라이브 

엔터프라이즈급 신뢰성과 업타임을 위한 이중 리던던트 팬과 핫 스왑형 리던던트 전력 공급. 

내부 서버에 쉽게 액세스하기 위한 편리한 래칭 뚜껑 

툴 프리(tool-free) CPU 삽입,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및 교체로 인한 손상 위험 감소 

모든 서비스 가능한 항목에 대한 툴 프리(tool-free) 액세스 및 사용자를 핫 플러그 및 서비스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하는 데 필요한 색 

분류 지시자 

무중단 롤링 업그레이드 

Cisco Call Home 및 현장 24시간 연중 무휴(24 x 7) 지원 옵션 

보안 기능 플랫폼(노드)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 인증서, 암호화 키 등의 아티팩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TPM(Trusted Platform 

Module), 칩(마이크로컨트롤러), TPM 1.2 SPI 지원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차단하는 잠금 베젤 옵션 

소프트웨어 Cisco HyperFlex HX 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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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표2. HX240 M5 노드와 HX240c M5 올플래쉬 노드 사양 리스트 
 
표 2. 제품 사양 

 

항목 사양 

섀시 노드용 2RU 랙 공간 

프로세서 Intel Xeon Scalable CPU 1개 또는 2개(프로세서 옵션의 전체 목록은 해당 노드의 기술 사양 문서 참조) 

인터커넥트 프로세서당 Intel UPI 채널 3개, 각각 10.4GTPS(gigatransfers per second) 지원 

칩 세트 Intel C620 시리즈 

메모리 DDR4 DIMM 슬롯 24개 

DDR4 등록 DIMM(RDIMM) 지원  

고급 ECC(error-correcting code)  

독립 채널 모드 

잠금 단계 채널 모드 

PCIe 슬롯 PCIe 3.0 슬롯 최대 6개 

mLOM Cisco UCS VIC 1387 

전원 공급 장치 최대 2개의 핫 플러그형, 이중화 1050와트(W) 또는 1600W 전원 공급 장치 

IMC 통합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관리 및 제어용 IPMI 2.0 적합 

10/100/1000 이더넷 대역외(out-of-band) 관리 인터페이스 1개 

CLI(Commond-line interface) 및 자동화된 라이츠아웃(lights-out) 관리용 웹 GUI 관리 툴  

KVM(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콘솔 

전면 패널 커넥터 KVM 콘솔 커넥터 1개(USB 커넥터 2개, VGA 커넥터 1개, 시리얼 커넥트 1개 제공) 

전면 패널 로케이터 LED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관리자들에게 특정 서버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시등. 

추가 후면 커넥터 VGA(Video Graphics Array) 비디오 포트 1개, USB 3.0 포트 2개, RJ45 시리얼 포트 1개, 기가비트 이더넷 관리 포트 1개,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10개 

레일 킷 옵션 선택적인 가역 케이블 관리 암(arm)을 갖춘 Cisco 볼 베어링 레일 키트  

선택적인 가역 케이블 관리 암(arm)을 갖춘 Cisco 마찰 레일 키트 

소프트웨어 지원 ESX 6.5 
ESX 6.0 
Cisco UCS Manager 3.2 

 
 

주문 정보 
 
전체 부품 번호 목록은 HX240c M5 노드 및 HX240c M5 All Flash 노드 사양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hyperconverged-infrastructure/hyperflex-hx-series/hx-240c-m5-specsheet.pdf�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hyperconverged-infrastructure/hyperflex-hx-series/hxaf-240c-m5-spec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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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mputing 서비스 
 

Cisco와 업계 최고의 파트너는 Cisco HyperFlex System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서비스는 

민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하며,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 시 가용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개선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유용한 성능, 가용성 및 복원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isco Capital: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CapEx)를 절감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투자비용과 ROI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적인 

서드파티 장비 도입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결제가 단 한 번뿐입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 
 

Cisco HyperFlex Syste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hyperflex. 

 
 
 
 

Cisco HyperFlex™ 시스템, Intel® Xeon® 프로세서 포함 
 
 
 
 
 
 
 
 
 
 
 

 
 

http://www.cisco.com/web/ciscocapital/americas/us/index.html�
http://www.cisco.com/go/hyper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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