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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SG 경제성 검증은 Cisco에서 의뢰했으며 ESG의 라이센스를 통해 배포됩니다. 

 

 

 

 

 

 

 

 

개요 

혁신의 물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하드웨어 복잡성이 추가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현대화 방안을 찾는 조직은 한층 높은 수준의 

성능, 보안과 속도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Cisco는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 스위칭 패브릭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데이터 센터 클래스 제품인 UCS(Unified Computing System)를 제공합니다. Cisco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데이터 센터의 복잡성을 대폭 줄이면서도 IT 관리자는 SLA를 

충족하고 비즈니스 부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UCS 구축의 영향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Cisco는 

고객이 Cisco UCS 구축을 경쟁업체의 유사 플랫폼과 비교할 수 있는 툴을 제작했습니다. 

ESG는 Cisco의 UCS TCO/ROI Advisor Tool을 분석하고 TCO/ROI 계산의 추정을 검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ESG는 

이 툴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UCS 및 경쟁 제품을 체험한 고객을 인터뷰하고, 기존 산업 및 각 벤더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를 비교했습니다.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의 결과값은 구축된 환경에서 고객이 현재 투자하는 실제 시간과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비교 툴은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시나리오 모두에서 비슷한 구성의 다른 서버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Cisco UCS는 

TCO가 22~23%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세 가지 주요 범주에서 발생하여 하드웨어 비용은 

21%, 유지 보수는 70%, 전력 사용량은 30~60% 절감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고객은 절감 효과가 툴에서 예측한 것과 

같은 범위에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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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ESG 경제성 검증은 Cisco UCS 서버와 인프라를 구현하면 조직이 기대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혜택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분석에는 Cisco UCS 가 IT 운영 및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고객 인터뷰, 

방대한 기존 내부 및 외부 사례 연구 검토, ESG 분석가 및 기타 업계 전문가와의 대화,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 이 

바탕으로 하는 추정에 대한 심층 검토가 동반됩니다. 

당면 과제 

효율적이며 안전한 데이터 센터 운영은 문어와의 레슬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대단히 많은 영역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는 전송하고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 새로운 엔드포인트와 폼 팩터의 지속적인 출시, 로컬과 에지, 클라우드에서 보호해야 하는 공격 표면 확장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는 너무나 자주 IT 에코시스템에 복잡성을 더하며, 그 결과 시스템 및 관리 

작업 모두에서 비용과 리던던시가 증가하고, 비즈니스 성장 기회가 정체되며,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1. IT 복잡성 증가의 주요 동인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수와 유형 증가 

데이터 볼륨 증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와 유형의 증가 

AI/ML, 고급 분석, 블록 체인 등의 신기술 통합 필요성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 방식을 바꾼다는 대대적인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 
모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원격/이동 근무자 증가 

섀도우 IT 

사용자 증가 

기술에 능통한 직원 증가 

너무 다양한 벤더 

출처: Enterprise Strate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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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연구에서는 IT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66%)가 지난 2 년 동안 복잡성이 증가했다고 말했고 5%만이 전반적인 

복잡성이 감속했다고 말했습니다. IT 환경의 복잡성은 비즈니스 당면 과제 처리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 증가를 유발해 IT 시스템의 총 소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ESG 연구에서는 IT 복잡성의 주요 

원인(그림 1 참조)이 발견되었고, 대부분의 IT 부서가 당면 과제 요구사항에 맞게 적응하면서도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1 이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의 증가 수준이 예산 증가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 올바른 기술에 투자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솔루션: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전반적인 복잡성을 줄이려면 최신 기술 추가 외에도 훨씬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 점진적 이점을 

제공하는 기술 추가는 많은 경우 처음부터 복잡성을 더하는 패치워크 시스템을 만듭니다. 데이터, 엔드포인트, 위치, 

보안 위협, 애플리케이션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 

때문에, 많은 IT 리더들이 현상 유지를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고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의 능력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IT 에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의 솔루션은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는 에코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시스템입니다. Cisco UCS 는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 스위칭 패브릭, 관리 소프트웨어를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Cisco UCS 보고서를 도입한 고객은 IT 및 최종 사용자 생산성을 높이고, 

총 소유 비용을 줄이고, 프로비저닝 시간을 단축하고,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Cisco UCS 의 주요 이점은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1 출처: ESG Master Survey Results, 2019 Technology Spending Intentions Survey, 2019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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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ntersight SaaS(Software as a Service) 인프라 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면 조직은 원활하게 확장하여 데이터 센터, 

에지 및 원격 위치에 있는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tersight 를 이용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간소화하고 HCL 

확인과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와의 통합과 

노스바운드 API 및 Cisco TAC 를 통한 ServiceNow 와의 통합을 지능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Intersight 를 

이용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Cisco HyperFlex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구축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CS 솔루션은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 스위칭 패브릭과 관리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고객이 시간과 예산을 

기술 사용에 투자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ESG 는 응답자 497 명에게 질문하여 데이터 센터 

현대화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영역을 확인했고, Cisco UCS 구축이 주요 항목 10 개 중 8 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2 주요 답변은 그림 3 에 나와 있으며, 여기서 녹색 상자는 Cisco 

UCS 가 데이터 센터 현대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예상되는 8 개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림 3. 상위 10대 데이터 센터 현대화 투자 목표 중 Cisco UCS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8가지 목표 

다음 데이터 센터 현대화 영역 중에서 귀사가 다음 12~18개월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비율, N=497, 5개까지 선택 가능) 

 

ESG 경제성 검증  

 
2 출처: ESG Master Survey Results, 2019 Technology Spending Intentions Survey, 2019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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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terprise Strate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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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Cisco UCS 제품에 대한 정량적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 

심층 검토, Cisco UCS를 구축한 현재 고객과의 인터뷰, Cisco의 내부 업계 전문가의 조언 청취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ESG는 수백 개의 기존 사례 연구 및 백서도 검토했습니다.  

ESG의 경제성 검증 프로세스는 제품 또는 솔루션의 경제적 가치 제안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정량화하고, 

모델링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시장 및 업계 전문 지식에 관한 ESG의 핵심 역량을 활용합니다.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 평가  

ESG의 분석에는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의 계산과 출력을 연구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이 툴은 Cisco UCS의 

예상 총 소유 비용(TCO)을 동일하게 구성한 다른 벤더의 서버 솔루션과 비교할 수 있도록 Cisco가 개발한 도구입니다. 

결과는 Cisco UCS 재무 분석 보고서에서 사용하도록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공정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최종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모든 매개변수, 비용 및 추정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ESG는 툴에 

적용된 비용, 추정, 계산을 검토하고 이를 Cisco가 자체 모델에서 사용하는 항목,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및 최종 

사용자 IT 솔루션에 관한 Cisco의 일반 지식과 비교해보았습니다. ESG는 지원되는 모델에 적용된 사양 및 특성에 

따른 서버 관련 비용을 이 툴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델 기능을 검증한 후, ESG는 이 툴을 사용하여 Cisco UCS로 달성할 수 있는 절감 효과를 대표적인 서버 벤더의 

동일하게 구성한 솔루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래 두 가지 시나리오는 전체 TCO 및 ROI를 계산하고 비교한 출력에 

따른 고객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모델링되었습니다.  

시나리오 1: 블레이드 – Cisco UCS 대 HPE Cascade Lake  

이 시나리오에서는 UCS TCO/ROI Advisor Tool을 사용하여 

HPE SY 480 G10 서버 64대를 Cisco UCS B200 M5 Server와 

비교합니다. 3년 결과에서는 Cisco UCS의 예상 TCO가 

비슷한 HPE 구성에 비해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드웨어 비용 – CISCO UCS 가 19% 낮음  

HPE - $6,701,920 Cisco UCS - $5,450,504  

• 유지 보수 비용 – Cisco UCS 가 73% 낮음  

• HPE - $319,620 Cisco UCS - $84,803  

• 전력 및 냉각 – Cisco UCS 가 38% 낮음  

HPE - $207,351 Cisco UCS - $127,704  

블레이드 서버 64 대의 3 년 예상 TCO 

하드웨어 비용 유지 보수 전력 및 냉각 

HPE SY 480 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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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B200 M5 

19% 7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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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랙 마운트 – Cisco UCS 대 HPE ProLiant  

이 시나리오에서는 HPE ProLiant DL380 Gen 10 서버 96대와 

Cisco UCS C240 M5의 3년 동안의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Cisco UCS 구성의 전반적인 TCO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드웨어 비용 – CISCO UCS 가 23% 낮음  

HPE - $6,460,199 Cisco UCS - $4,944,872  

• 유지 보수 비용 – Cisco UCS 가 79% 낮음  

HPE - $1,484,188 Cisco UCS - $313,948  

• 전력 및 냉각 비용 – Cisco UCS 가 2% 높음  

HPE - $232,998 Cisco UCS - $237,316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에서 보고한 분석의 주요 내용  

• Cisco UCS 는 초기 비용이 낮고 유지 관리 비용은 훨씬 낮았습니다. CapEx 와 OpEx 비용 모두 초기부터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비교 대상 서버는 사양이 비슷했지만, Cisco UCS 는 블레이드에 단순한 인트라 섀시 스위칭을 구축하고 랙 

서버에 필요한 어댑터 및 포트 수를 최소화하여 하드웨어 비용을 낮췄습니다.  

• 블레이드 구성에서 Cisco UCS 는 전력 및 냉각 비용이 38% 낮았습니다. 랙 구성에서 Cisco 는 전력 및 냉각 

비용이 2% 높았습니다.  

• HPE 랙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스위치 14 개를 사용했지만 Cisco 환경에서는 2 개를 사용했습니다.  

• HPE 랙 환경에서는 케이블 520 개를 사용했지만 Cisco 에서는 48 개를 사용했습니다.  

ESG는 툴 출력 결과가 고객이 인터뷰에서 말하고, 사례 연구에서 보고하고, 업계 분석가들이 설명한 결과와 상당히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점은 랙 마운트 시나리오에서 전력 소모량이 살짝 높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에서 전력 및 냉각 비용은 HPE ProLiant 구성과 비교했을 때 Cisco UCS 구성에서 2%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ESG는 이 시나리오에서 이 근소한 차이를 UCS의 단점으로 강조했지만, 이 차이는 전반적인 TCO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랙 마운트 솔루션 간의 전력 소모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시나리오(시나리오 

1)에서는 Cisco UCS의 전력 소모량 감소가 32%였는데, 이는 고객이 ESG에 보고한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고객은 대체로 Cisco UCS TCO/ROI 툴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보고한 수치에 비해 Cisco UCS 의 전력 및 냉각 

랙 마운트 서버 96 대의 3 년 예상 TCO 

하드웨어 비용 유지 보수 전력 및 냉각 

HPE Proliant DL380G10 

$8,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 

Cisco UCS C240 M5 

23% 79% 2% 

하드웨어 전력 및 냉각 하드웨어 유지 보수 하드웨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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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훨씬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고객은 전력 및 냉각 절감 효과의 비결이 서버 유닛 전체의 공기 흐름을 

개선한, Cisco UCS의 효율적인 케이블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의 추가 피드백  

Cisco UCS TCO/ROI Tool을 이용한 검증의 일환으로, ESG는 고객과 업계 분석가를 인터뷰하고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검토한 내용 전반에서 나타나는 5가지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소모량 감소 – ESG 는 고객이 서버 및 관련 냉각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30~60% 감소했다고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고객은 “냉각 비용과 필요한 전력이 50% 감소했습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 IT 직원 효율성 향상 – 고객은 Cisco UCS 환경으로 전환하자 

IT 지원의 효율성이 75% 상승했다고 보고합니다. “서버 

90 대를 관리하던 엔지니어 7 명이 지금은 Cisco 서버 

150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IT 직원을 더 

전략적인 작업에 배치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와 기회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예측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케이블 연결 감소 – 연구에 참여한 모든 고객은 케이블 

연결이 대폭 감소하여, 경쟁 환경에 비해 필요량이 80% 

줄어들었다고 추정합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케이블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혼란스러우며, 공기 흐름과 냉각 문제가 발생했죠. Cisco 의 케이블 연결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며, 케이블 연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프로비저닝 감소 – 고객은 프로비저닝이 80%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Cisco 에서는 기존 환경에 비해 

프로비저닝 시간이 80% 감소합니다. UCS 를 이용하면 새로운 구축의 속도와 교체 시간이 훨씬 

빨라지더군요. IT 직원과 비즈니스 부서 모두의 수고가 크게 줄어들었죠.”  

• IT 부서의 사기 개선 – 고객은 Cisco UCS 환경에서 일할 때 전반적인 IT 부서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직원 유지율이 개선되고 업무 환경이 더 즐거워집니다. 한 고객은 Cisco UCS 환경에서의 작업과 HPE 

환경에서의 작업 차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두 환경 모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UCS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더군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죠.”   

“전화기로 새 노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쉽고 빠르죠. 덕분에 

출장 갈 필요도 없어졌고, 새 용량을 훨씬 

빠르게 확보하여 비즈니스 필요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오지 

않고 전화기로 해결할 수 있어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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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데이터 속도, 엔드포인트 다양성, 데이터 가용성 및 서버 보안의 증가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IT는 새로운 솔루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은 복잡하고 구매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IT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너무나 자주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됩니다. 숙련된 IT 

관리자라면 누구나 복잡성이 IT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임에 동의할 것입니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환경이 생성되죠.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는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집적도와 차세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대부분의 다른 서버 솔루션에 존재하는 운영상의 복잡성은 대폭 줄여주는 플랫폼입니다. ESG는 Cisco UCS가 조직이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상위 10개 영역 중 8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비즈니스 관리자가 성공의 

장애물이라 말한 주요 문제 4개 중 3개인 IT 서비스 배포 시간, 중요 데이터의 가용성, 네트워크 연결 불량을 직접 

해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3
 

Cisco는 고객이 솔루션을 비교하고 UCS 플랫폼을 구축하면 비즈니스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툴로 Cisco UCS TCO/ROI Advisor Tool을 제작했습니다. ESG는 IT 환경의 경제적인 모델링에 대한 Cisco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툴을 

평가하여 툴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재 다른 툴이 수행하는 분석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ESG는 툴 계산과 추정 감사에 더해, Cisco UCS 서버 플랫폼과 경쟁 서버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본 고객을 인터뷰하여 

툴에서 사용하는 추정을 검증하고 UCS가 TCO 및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얻는 작업도 했습니다. 또한 

ESG는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사례와 백서를 연구하고 업계 분석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Cisco의 UCS Advanced TCO/ROI Comparison Tool 출력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고객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툴에서 고려하지 못했지만 SLA 달성과 비즈니스 부서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고객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ESG는 툴의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하드웨어 기술로 구성한 다른 

서버 솔루션과 비교할 때 Cisco 

UCS가 22% 낮은 예상 TCO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2개를 

모델링했습니다. 절감의 원인은 초기 

하드웨어 비용 절감, 운영 및 관리 

비용 절감, 전력 및 냉각 요구 사항 

감소였습니다. 이 툴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시나리오에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ESG 는 Cisco UCS 제품과 UCS Advanced TCO/ROI Comparison Tool 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반적인 

복잡성은 낮추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 플랫폼을 찾는 고객에게 Cisco UCS 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또한 ESG 는 UCS 나 

다른 경쟁 서버 제품을 고려하는 고객에게 Cisco UCS Advanced TCO/ROI Comparison Tool 을 이용해 자신이 선택하는 

서버 플랫폼이 비즈니스 기본 부서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3 출처: ESG Master Survey Results, 2019 Technology Spending Intentions Survey, 2019 년 3 월. 

Cisco UCS 는 비즈니스 관리자가 성공의 장애물이라 

말하는 4 가지 주요 문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38% 

너무 많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4% 

네트워크 연결이 불량해 

웹 또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됩니다. 

43% 

IT 조직의 IT 서비스 

배포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43% 

비즈니스 운영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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