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UCS로
빅데이터 탐구

매일 매초 빅데이터가 IT 인프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

날로 경쟁이 심해지고 분초를 다투는 세상에서는 정보의
활용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더 짧은 시간에 더 우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빅데이터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Cisco UCS®)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마이닝하여 전략적 우위를
위해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가변적인 워크로드 조건에서 신속하게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저장소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솔루션은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의 저하 없이
우수한 성능, 확장성, 복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 적은 리소스로 신속하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Cisco

수많은 빅데이터 출처

Cisco UCS는 업계 표준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서버를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액세스와 연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지능형 관리 리소스가 어우러져 자가 인식, 자가 통합형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설계로 더 적은 공간에서
더 우수한 컴퓨팅 집적도 및 네트워크 간소화를 실현하여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웹 로그, 센서, 트윗, 블로그,
사용 후기,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 데이터
집약적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의 데이터를 비롯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을 통틀어
빅데이터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는 초대형 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가
특징입니다.

6건의 신규 Wikipedia 기사 게시

3,000장의 사진 업로드

30시간 분량의 비디오 업로드

Cisco UCS Common Platform Architecture for Big Data
Cisco UCS Common Platform Architecture(CPA) for
Big Data는 컴퓨팅 및 네트워킹 확장성, 성능,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 운영 간소화, 모듈화, 위험 완화,
TCO(total cost of ownership)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Cisco UCS의 장점을 확대합니다.
핵심적인 Cisco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싱글랙 및
멀티랙 폼 팩터를 모두 사용하면서 스케일아웃 설계를
위한 단일 연결 및 관리 플레인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VIC(virtual interface card)로 통합 패브릭에서 단일
배선 관리 및 직접 SAN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 의료, 보험, 정부/공공 기관 등 여러 업종에서
이 아키텍처를 빅데이터 워크로드에 적용함으로써
성능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확보하고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만 건의 트윗

61.141시간의 음악

2천만 사진 조회 수
2백만 건의 검색 쿼리

인터넷에서 1분 동안 일어나는 일
1,300명의 신규 모바일 사용자
20명의 신규 신원 도용 피해자

83,000달러 매출
47,000건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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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 건의 Facebook 조회
130만 건의 비디오 조회

2억4백만 통의 이메일
전송
Page 2

새로운 차원의 확장성
빅데이터: 더욱 확대되는 트렌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Oracle NoSQL
Database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컴퓨팅 및 저장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지가 실시간 통찰력 확보와 기회 상실의
엇갈린 결과로 이어집니다.

최대 10,000개의
노드로 확장 가능한 처리
성능 제공

더 강력한 컴퓨팅 성능 활용
DataStax

MarkLogic

ParAccel

SAP Analytic
Applications

SAP HANA

SAP ASE

Cisco® 기술로 데이터 센터의 가장 복잡한 워크로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 및 페타바이트
단위의 스토리지가 지원하는 빅데이터 클러스터에서
IT 팀은 빅데이터 요구 사항에 따라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위칭 도메인에서 최대 160개의 Cisco
UCS 서버를 지원하며, Cisco UCS Central Software를
추가하면 최대 10,000개의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확장성 및 간소화의 장점
주요 Hadoop 배포판
MapR

Pivotal

Cloudera

HortonWorks

주요 스토리지 솔루션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블레이드 서버와 랙 서버,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머신을 연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낮은 비용의 절전형
패브릭 익스텐더의 형태로 서버 랙과 블레이드 섀시 간에
물리적으로 연결이 분배되는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면 스위칭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시스템 연결을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관리 지점을 두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서버 간 네트워크 홉 감소

Cisco UCS Common Platform
Architecture (CPA) for Big Data

• 일관성 있는 노드 간 레이턴시

유연한 확장성
으로 어떤 규모의
클러스터 또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도 지원

대규모 메모리
구성으로 더 많은 데이터도
즉시 액세스 가능

페타바이트
단위의 일류 벤더 스토리지

확장 가능한 I/O
대역폭으로 우수한 데이터
처리량

• 단일 관리 지점

수만
가지의 애플리케이션 지원

© 2014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3

데이터 로드 및 액세스 가속화

더 신속하게 통찰력 확보

Cisco와 그 스토리지 파트너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도 손쉽게 시스템에 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고성능
SAN 직접 액세스, 우수한 I/O 대역폭, Cisco UCS Invicta™
Series Solid-State Systems의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가속화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공급을
보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산 속도를 높여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단계까지
포괄하는 Cisco UCS의 혁신성은 우수한 빅데이터 성능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34% 더
빠른 속도1

26% 더 높은
이윤 달성 데이터 기반
분석 사용 시2

• Cisco UCS 코어에서 엔드 투 엔드 패브릭의 전
범위에 걸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빅데이터 및 분석
애플리케이션 실행
•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와 공존하는 통합 관리를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플로우 가속화
• 더 많은 서버를 활용하고 데이터 로드 및 분석 작업을
분산시켜 대량 병렬 처리의 이점을 누리면서 더
신속하게 정보 분석

빅데이터 프로세스 자동화로 더 우수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확보
Cisco Tidal Enterprise Scheduler(TES)는 Hadoop, 전사적
자원 관리(ERP),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보내며 방화벽 내외에서 데이터
피드를 실행하고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을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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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정보로의
더욱 신속한
액세스는 어느
기업에게나
유익합니다.
세계 신기록에 빛나는 성능
뛰어난 처리 성능과 I/O 대역폭, 넉넉한 메모리 용량 등
Cisco UCS의 균형잡힌 리소스를 통해 빅데이터 구현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Intel Xeon 프로세서를 장착한 Cisco UCS 서버는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시장 진출 결과나 Dell, HP, IBM과
같은 다른 시스템 벤더를 능가하는 결과로 90건 이상의
세계적인 성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ucsatwork를 참조하십시오.

1. 2014년 1월 1일 기준 2프로세서 시스템 대상의 TPC Benchmark C 결과. Cisco
UCS C240 M3 High-Density Rack Server & Oracle Database 11g Release 2
Standard Edition One,1,609,186.39 tpmC, US$0.47/tpmC(2012년 9월 27일 구입
기준). IBM Power 780 Server Model 9179-MHB & IBM DB2 9.5, 1,200,011.00
tpmC, US$0.69/tpmC(2010년 10월 13일 구입 기준)와 비교 TPC Benchmark C는
Transaction Performance Processing Council(TPC)의 상표입니다.
2. 2012년 11월 MIT Sloan Management Review의 The Advantages of Digital
Maturity 기사에 따르면, (소셜 및 모바일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기업은
경쟁사보다 26% 높은 이윤, 9% 높은 매출, 12% 높은 시장 가치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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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하나의
랙을 구축하고
인프라 구축 가속화
Cisco UCS Manager는 하드웨어로부터 서버 ID, 개별
속성, I/O 연결을 추상화하고 이러한 특성을 새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IT 팀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며칠이
아닌 몇 분 내에 구축을 완료하고 쉽고 정확하게 구성을
복제함으로써 구축을 가속화하고 빠르고 용이한 확장
패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위해 더 신속하게
문제 해결
• 가상화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미래 대비

인프라 배선은 한
번만

• Cisco UCS Manager 및 Cisco UCS Central Software로
단일 시스템 또는 세계 각처의 여러 시스템 관리
• Cisco UCS XML 관리 API를 통해 기존 관리 툴과의
상호 운용성 제공

가시성 및 제어 향상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 플랫폼을 구성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엔드 투 엔드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가시성을 통해 물리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인프라의 현재 상황 파악

3. Principled Technologies Test Report -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s 구축과
HP BL460c Gen8 블레이드 서버 구축 비교, 2013년 7월.

구축 시간 77% 단축3
- IT 팀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더욱 신속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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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스토리지
추가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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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여 TCO 절약
IT 인프라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간소화로 시간 및 비용 절약

보다 낮은 인프라 비용

Forrester Forrsights Budgets and Priorities Tracker
Survey Q4 2012에 따르면, 70%가 넘는 IT 예산이 용량
확장, 유지 보수,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선
과제를 지원할 IT 혁신에 쓰이는 예산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IT 팀에서 그 비율의 균형을 맞추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변화시킬 빅데이터 솔루션의
구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Cisco UCS에서는 모든 I/O 트래픽이 하나의 이중
지점에서 만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서버 및 하이퍼바이저
상주형 스위칭이 불필요해지므로 3개의 네트워크
레이어를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IT 팀은 구성 요소를
20% 줄이고 구성을 자동화함으로써 빅데이터 구현의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절약하고 IT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 UCS 고객은 설비 투자(CapEx)를 보존하고
효율적 전원 사용으로 운영 비용(OpEx)을 절약하며 운영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 서버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Cisco UCS를 이용하면 IT 팀은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IT 실무자는 더 적은 수고로
더 많은 임무를 완수하고 더 적은 수의 툴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며, 더 적은 풋프린트로 용량
증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TCO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IT 팀은 이와
같이 절약된 시간과 비용으로 사용자들이 고대해 온
빅데이터 솔루션의 구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패브릭
• 물리적으로 분산된 중앙 관리형 시스템
• 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통합 관리
• 더 적은 수의 어댑터: Cisco UCS VIC 1개 - 경쟁사
솔루션은 2개에서 4개의 어댑터 필요
• 더 적은 수의 관리 지점

• 3년간 TCO 45% 절약4 100노드 구성에서 Cisco UCS
C240 M3 Rack Server와 IBM x3640 M4 서버 비교.
Cisco SingleConnect 기술은 더 적은 수의 I/O 어댑터,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스위치,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3년간 TCO 20% 절약5 16노드 Cisco UCS CPA v2
구성에서 Cisco UCS C240 M3 Rack Server와 HP
DL380p Gen8 서버 비교

4. 2013년 8월 8일 Cisco UCS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MSRP) 및 IBM 소매
가격(ibm.com) 기준.
5. 2014년 1월 2일 Cisco UCS MSRP 및 HP 소매 가격(hp.com) 기준,

기타 방식

Cisco UCS

스토리지
파이버 채널 연결

NetApp FAS Storage

EoR(end-of-row) 이더넷,
파이버 채널, 관리 네트워크
스위치

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 연결

ToR(top-of-rack) 이더넷,
파이버 채널, 관리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s

Cisco Nexus Fabric Extenders

10-Gbps Unified Fabric

32 Rack Servers in 2 Racks

32 Rack Servers in 2 Racks

Cisco UCS는 관리 지점 수를 줄여 인프라 구축을 간소화하고 TCO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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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IT 전문가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6%

13%

13%

15%

2%

• Cisco UC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ucs를 참조하십시오.

IBM

Cisco

Intel

HP

• Cisco UCS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ucsatwork를 참조하십시오.
6. 출처: Yahoo Finance, 최근 회계연도의 기업 재무제표.

58억 달러

7. TheInfoPro Servers and Virtualization Study, Wave 12, 2012년 12월의 결과

사내 혁신

8. 출처: IDC Worldwide Quarterly Server Tracker 2014Q1, Vendor Revenue Share.

모든 비즈니스 결정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더 우수한 통찰력을 제공할
빅데이터 솔루션과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Cisco UCS 기반의 비즈니스 크리티컬 툴을 구축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을 위한 스케일아웃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사용자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IT 팀이 확장하여 적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6
고객 만족도

CISCO는
고객들로부터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7

이행

약속과 이행에서

약속

결론

추가 정보

Microsoft

Cisco와 함께 데이터에
숨겨진 비즈니스 통찰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

북미 지역 x86 블레이드 서버 벤더 중 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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