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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HyperFlex HX220c Edge M5 
 

 
 
5세대 Cisco UCS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된 하이퍼컨버전스 
 

 
풍부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려면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 상시 사용 가능한 로컬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소매, 금융, 교육, 의료, 운송, 

제조 조직, 원격 및 브랜치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모두 네트워크 에지에 대한 컴퓨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isco HyperFlex™ Edge는 

저비용의 구축하기 쉬운 중앙 집중식 관리형 솔루션을 통해 Cisco HyperFlex System의 강력한 기능 세트를 에지 환경에 제공합니다. 
 

에지용 설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되는 동안 인터넷 에지는 사용자 디바이스와 조직의 

터치포인트에 더 가까운 브랜치와 원격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Cisco HyperFlex Edge를 통해 조직에서 고객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터치포인트의 고객과 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isco HyperFlex System의 전체 기능을 지원하는 엔트리 레벨 Cisco HyperFlex Edge 구성은 기존 에지 위치에 구축될 수 있으며, 

클러스터 통신을 위해 기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수많은 에지 위치에 Cisco HyperFlex Edge 구성을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단일 클러스터이자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으로 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HyperFlex Edge 
 
Cisco HyperFlex Edge는 통합 리소스 풀을 사용하여 사전 통합 클러스터로 구축되어 ROBO(remote-office and branch-office) 위치의 

효율적인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적응, 확장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림 1). 물리적으로 이 시스템은 기존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여 통합된 3개의 하이브리드 또는 all-flash 노드의 클러스터로 제공됩니다. 모든 노드는 Intel® Xeon® Scalable CPU 및 

차세대 DDR4 메모리를 사용하며 12Gbps SAS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5세대 서버는 이전 세대 노드보다 더 빠른 프로세싱, 

더 많은 코어, 더 빠르고 더 큰 메모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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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co HyperFlex Edge 
 

 
 

주요 기능 및 이점 
 
표 1에는 Cisco HyperFlex Edge 시스템 기능과 이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 1.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메모리 노드당 128GB 이상의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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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 Xeon Scalable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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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된 확장성 및 인터커넥트 데이터 플로우를 위해 소켓 전반에 걸친 Intel UPI(Ultra Path Interconnect) 3개  

하드웨어 지원 보안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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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기존 에지 위치에 구축 

클러스터간 통신을 위해 기존 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를 사용 

확장 최대 2개의 PCIe(PCI Express) 3.0 슬롯 지원 

유연성, 향상된 성능, 업계 표준 적합성 

PCIe 2.0 지원으로 높은 I/O 대역폭, 향상된 유연성,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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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최적화 I/O 가상화 및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기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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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컨피그레이션용 설치 마법사 

VMware vSphere 플러그인을 통해 중앙 집중화된 원격 위치를 관리하는 기능 

데스크톱, 노트북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HTML 5 프레젠테이션 계층과 함께 Cisco HyperFlex Connect 

인터페이스를 통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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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220c M5 

노드 또는 HX220c All Flash 노드와 연결하여 며칠이 아닌 몇 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음 

스토리지 올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이브리드(HDD(hard-disk drive) 및 SSD(solid-state-disk) 메모리)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Cisco HyperFlex HX 데이터 플랫폼 용량 레이어용 고용량 컨피그레이션: 

HX220c M5 노드: 1.2TB SAS HDD3 3~8개 

HX220c M5 All Flash 노드: 3.8TB 또는 960GB SSD 드라이브 3~8개  

240GB SSD 로그 드라이브 1개 

로그 드라이브 캐싱 또는 쓰기: 

HX220c M5 노드: SSD 캐싱 드라이브 

HX220c M5 All Flash 노드: SAS SSD 쓰기 로깅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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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트용 M.2 SATA SSD 드라이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 포인터 기반 스냅샷 기능  

거의 즉각적인 복제 

인라인 중복 제거 및 압축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화된 구성을 위한 Cisco UCS 관리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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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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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차단하는 잠금 베젤 옵션 

소프트웨어 Cisco HyperFlex HX 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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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표 2에는 Cisco HyperFlex Edge 시스템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표 2. 제품 사양 

 

항목 사양 

섀시 3RU의 클러스터용 랙 공간 

노드 Cisco HyperFlex HX220c M5SX 노드 또는 HX220c-M5SX All Flash 노드 3개 

프로세서 노드당 Intel Xeon Scalable CPU 1개 또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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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세트 Intel C620 시리즈 

메모리 노드당 DDR4 DIMM 슬롯 24개 

DDR4 등록 DIMM(RDIMM) 지원  

고급 ECC(error-correcting code)  

독립 채널 모드 

잠금 단계 채널 모드 

PCIe 슬롯 클러스터당 PCIe 3.0 슬롯 6개(노드당 PCIe 슬롯 2개) 

내장형 NIC(network 
interface card) 

노드당 듀얼 Gbps Intel x550 이더넷 포트 10개(Cisco HyperFlex Edge에 사용할 수 있는 1Gbps 연결)  

WoL(wake on LAN) 표준 지원 

전원 공급 장치 노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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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당 KVM 콘솔 커넥터 1개(USB 커넥터 2개, VGA 커넥터 1개, 1 시리얼 커넥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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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포함한 추가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더넷 관리 포트 및 노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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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C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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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전체 부품 번호 목록은 Cisco HyperFlex Edge 사양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nified Compu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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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CapEx)를 절감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투자비용과 ROI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 서드파티 장비 구입 시 Cisco 

Capital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결제가 단 한 번뿐입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 사이트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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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 Xeon® 프로세서가 탑재된 Cisco HyperFle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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