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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경쟁과 빠른 변화가 전개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술 환경을 맨 바닥부터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구성 요소를 통합하여
구축 시간과 위험을 줄이고 관리를 간소화하며
원활한 확장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통합 및 검증 인프라의 가치

Unleashing IT 이번 호에서는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의 Cisco UCS 통합 인프라 솔루션을
활용하는 여러 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Wake Forest Baptist Medical
Center(6페이지)와 Purdue Pharma(8페이지)는 VCE
Vblock System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ildhorse Resort & Casino와 Breckenridge
Grand Vacations는 Nimble Storage SmartStack
솔루션을 활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12페이지). Madonna Rehabilitation
Hospital은 FlexPod 덕분에 환자 서비스 및 데이터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10페이지). Agro-Culture
Liquid Fertilizers는 급격한 성장 및 변화하는
고객 요구 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Cisco의 VSPEX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15페이지). 그리고 CGI
Federal은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으로
공공 부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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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통합 인프라 솔루션은 검증 및 최적화
단계를 거친 상태로 지금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록된 링크를 참조하거나 Cisco에
문의해 주십시오. 1-800-553-6387로 전화하여
1번을 선택하면 Cisco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의 여러 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UnleashingIT.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데이터 센터 통합 및 관리에 드는 시간, 비용, 고민 해결.
최근 발표된 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IT 예산의 73%가
기존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1.
지출의 3/4이 오로지 현상 유지에 사용된다면 기업의 혁신이
가능할까요? 쳇바퀴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변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Jim McHugh
Shannon Poulin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Cisco Systems, Inc. Intel Corporation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자동화를 검증된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통합 인프라 솔루션이 그 해결책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축이 용이하고 중앙 관리식이며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복잡성,
비용, 가중되는 애로 사항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Unleashing IT is published by Cisco Systems, Inc. To
receive future editions of Unleashing IT and provide
feedback on the articles in this edition, visit
www.UnleashingIT.com.
Intel, the Intel logo, Xeon, and Xeon Inside are trademarks
of Intel Corporation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했고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에서는
여러 솔루션의 전 범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리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며 실패 및 다운타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고
Intel의 어카운트 매니저인 Jay Cambron은 말합니다. "그러나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연동하도록 설계된 최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선택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15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the Cisco logo, Cisco ACI,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UCS, and Cisco Nexus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this URL: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 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e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505)

표지 사진:
Wake Forest Baptist Medical Center의
Dee Emon과 Chad Eckes

그러한 시스템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isco
UCS 통합 인프라 기반 솔루션은 5년 전에 출시된 바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가치를 이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인 IT 지출에서도 전년 대비
30% ~ 50%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IT 구축에는 "만능"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고, 대개의 기업은
선호하는 벤더가 있기 때문에, Cisco와 그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파트너는 통합 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참조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그중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와
같은 각광받는 비즈니스 활용 사례 중심인 것도 있고 Microsoft,
SAP, Oracle과 같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구축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도 있습니다. FlexPod(NetApp), VCE Vblock System,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Select, Nimbl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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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tack, VersaStack(IBM), EMC VSPEX 등 다양한 통합
시스템 및 스토리지 옵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지원을 제공하므로 문제 또는 문의 사항이 있을 때 한 군데로
연락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플랫폼이
총망라되었습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솔루션 수석 마케팅
관리자 Marcus Phipps의 말입니다. "이 모두가 보다 우수한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
비용)를 위해 IT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통합 인프라 시스템은 지속적인 성장 및 확장을 위한 로드맵도
제공한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통합 인프라 시스템은 선택 및 유연성의 이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환경을 처음부터 계획, 설계, 사이징, 구축,
테스트, 안정화, 최적화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IT
구축을 간소화합니다. 흔히 몇 개월씩 걸리는 프로젝트를 몇 주
또는 며칠 만에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복잡성 및 전반적인 소유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구축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Phipps는 말합니다.

"Cisco UCS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라고
Phipps는 말합니다. "차세대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에 준비되어 있고,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의 가치를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영역에서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합니다."
1

CISCO VALIDATED
DESIGN: 성공을 위한
청사진

Gartner—Cisco IT, "Data Center Cost Portfolio"

Cisco UCS 통합 인프라의 발전 및 핵심 영역에 대한
백서는 UnleashingIT.com의 리소스 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막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ntel®
Xeon® 프로세서 장착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한 통합 인프라 솔루션은 구축 시간을
평균 84%, 케이블링 비용을 77%, 전력 및 냉각 비용을 54%,
관리 비용을 61% 낮춥니다.
"IT 운영의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을 즉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Phipps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완전히 통합된 형태의

VCE + AC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컨버지드 인프라 시스템의 선구자인 VCE는 최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의 가속화 및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hipps는 말합니다. "ACI는 이 새로운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VxBlock과 같은 통합 인프라 솔루션과 긴밀하게
공조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 제품군인
VxBlock Systems로서 여기에는 기존 하드웨어 요소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VxBlock System은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을 위한
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의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EMC
스토리지, VMware 가상화로 구성됩니다.

"물리적, 가상, 베어메탈, 클라우드 등 그 형태에 관계 없이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라고 Cisco의 Insieme 사업부 마케팅
부사장인 Ish Limkakeng도 설명합니다. "비즈니스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 고객은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매우
안전하게 대규모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I 기반의 Vblock 및 VxBlock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중심
컨버지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확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ACI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패브릭은 저지연 고대역폭 링크로
구성되고 뛰어난 유연성, 확장성, 복원력을 갖춘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 ACI 패브릭은 관리 자동화, 프로그래밍 기반
정책, 다이나믹한 "workload anywhere" 모델을 지향하는 업계의
흐름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상화 데이터 센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워크로드의 이동성이 요구되며 그와 함께 보안, 거버넌스,
규정준수 정책도 자동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라고
Cisco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 수석 마케팅 관리자인 Mar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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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 VxBlock Systems는 공장에서의 사전 통합, 사전 테스트,
사전 검증, 원활한 구성 요소 레벨 업데이트, 지속적인
라이프사이클 보증, 단일 요청 지원과 같은 "VCE Experience"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Cisco ACI 및 VCE Vblock 통합에 대한 솔루션 개요는
UnleashingIT.com의 리소스 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스템을 비롯하여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기술 인프라의 구성은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도움이 될 청사진이
있습니다.
CVD(Cisco Validated Designs)라고 하는 이 청사진은 인프라
환경 설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더 복잡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솔루션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Siva Sivakumar의 말입니다. "고객은 CVD를 참조하여
인프라의 기본 요소를 갖춰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상황, 요구 사항, 활용 사례에 대한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CVD는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중점을
둡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빅데이터,
브랜치 오피스 컴퓨팅을 위한 구성을 제공하는 CVD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 옵션이
제공됩니다."라고 Sivakumar는 말하며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Cisco UCS에만 50여 개의 CVD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두 고객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의 기술
엔지니어링 관리자인 Chris O'Brien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보안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에 중점을 둔
서너 가지의 CVD를 개발했습니다."
CVD 하나를 만드는 데 4개월에서 6개월, 약 2,000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 설계가 면밀한 엔지니어링,
종합적인 테스트, 철저한 문서화를 거쳤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저마다 고유하며 IT 아키텍트는 변함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라고 O'Brien은 말합니다. "CVD는 단지 기본
플랫폼 설정에 따른 복잡성과 혼란을 해소할 뿐입니다."

DESIGN ZONE 방문
이용 가능한 CVD를 모두 보려면
Design Zone(cisco.com/go/cvd)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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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환경 선택

2014년 초, Wake Forest Baptist Medical Center에 부사장 겸
최고 정보 책임자로 입사한 Chad Eckes는 노후한 각종 시스템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8가지
SAN(storage area network) 때문에 사일로화가 심각했고 데이터
보안이 일관성 있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가용 용량의 사용률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IT 팀의 인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 개선에 앞서
표준화 및 관리 효율성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Wake Forest Baptist는 다운타임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의료 기관의 IT 시스템 가용성은 부실하게 설계된 레거시
장비로 인해 업계 표준에 미치지 못했고 IT 부서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최근 업계 조사에 따르면 다운타임 비용이 의사 1인, 1시간
기준 480달러에 달하는데, 우리 병원에는 약 1,0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Wake Forest Baptist의 최고 임상 정보 책임자인 Dee
Emon의 말입니다. "다운타임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 의료
기록, 환자 모니터링, 약물 검사, 기타 임상 시스템이 모두 Wake
Forest Baptist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 이 병원은 1980년대처럼 수작업
프로세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가동 시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의료 센터의 기술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강화하기 위해
Eckes는 최근 Vblock System 6대를 도입하여 Wake Forest
Baptist 데이터 센터를 재정비했습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Nexus® 스위치,
EMC 스토리지, VMware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 통합,
테스트, 검증이 완료된 Vblock System은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을 이전하고 동급 최상의 환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Eckes는 이렇게 밝힙니다. "Vblock은 일차적 과제인
가동 시간, 보안, 관리 편의성의 문제를 즉시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고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Wake Forest Baptist의 새로운 첨단 데이터 센터.

이 의료 센터는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었던 각종 데이터 사일로를
통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레이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형 및 비정형 정보 소스 모두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급 기술력의 사용자는 Hadoop과 같은 툴을
사용하여 직접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연결된 기존 데이터 마트 및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통해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덕분에 우리 센터는 의료 연구의 선봉에 우뚝
서고 연구진은 더 확장된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Emon은 말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빨리
분석을 수행하고 더 이상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Wake Forest Baptist는 현재 무선 환자 모니터링, 원격 진료,
원격 건강 관리와 같은 새로운 임상 서비스도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 의료 센터는 새로운 기술 시스템 및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지방의 진료소, 건강보험, 의료 기관과도 연계하는
중입니다.
"환자가 어디에 있든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려 합니다." Eckes의
말입니다. "통합 및 검증이 완료된 인프라를 사용하여 기술
기반을 구축한 다음 신속하게 새로운 임상, 연구, 교육, 비즈니스
기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료 연구의 발전
Wake Forest Baptist는 미국 North Carolina 주 WinstonSalem에 위치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종합 의료 연구 건강 관리
센터입니다. 이 기관은 의과 대학, 명성 높은 어린이 병원, 연구
기술 센터로 구성되며 제휴 병원, 개인 병원, 외래 진료 서비스,
기타 의료 시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ee Emon(왼쪽)과 Chad Eckes가 Wake Forest Baptist Medical
Center의 인프라 변경 책임을 맡았습니다.

Wake Forest Baptist Medical Center는 오래된 기술 인프라를 교체하고
의료 연구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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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Forest Baptist는 새로운 통합 인프라로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료 센터는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툴을 제공하는 Vblock System에 추가적으로
내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간에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동해야 하는 연구 팀에게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2개월의 시간과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했던 작업이 이제는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몇 시간 만에
완료됩니다.

VBLOCK의 가치 평가
IDC에 따르면 Vblock System를 사용하는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추진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더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확장하며 속도, 비용 절감, 간소화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leashingIT.com 리소스 센터의
IDC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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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팀의 시간 절약
IT 유지 보수의 부담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활성화에 매진하게 된
Purdue Pharma.
비즈니스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에서 기술적
보수는 최선의 대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프라
환경이 대략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보수와 문제 해결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60여 년 전 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제약 회사인 Purdue Pharma L.P.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페더럴 클라우드 탐색

불과 얼마 전, Connecticut의 Stamford에 있는 Purdue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 및 공간 부족에 시달렸고 그 유명한 (그리고 너무
자주 발생하는) 화재와 싸울 인력도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현상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투입하느라
비즈니스 성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수의 엔지니어가 연구실에 모여 앉아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서버 충돌이 발생하면 문제를 찾아 규명하고
해결하곤 했습니다."라고 Purdue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Stephen Rayda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회사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업에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은 통합
Rayda는 사전 통합 및 검증이 완료된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Purdue 데이터 센터의 설치 공간을
감축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 시간 및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VCE Vblock System은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의 Cisco UCS 통합 인프라, EMC 스토리지,
VMware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Purdue는 Vblock으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10,000평방피트에
달하던 데이터 센터 공간을 3,000평방피트로 줄였습니다.
이 환경은 99% 가상화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업데이트
및 변경이 VCE에서 관리되면서 인프라가 최대한
자동화되었습니다.
"Cisco와 Vblock의 가상 환경 기능 및 지원 덕분에 환경을
통합하는 중에도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라고
Purdue의 수석 IT 책임자 Manish Gupta는 말합니다.
SAP 소프트웨어, Oracle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SharePoint
등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Purdue의 복잡한 운영
환경을 지원합니다. Gupta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Vblock
System에서 실행되면서 성능이 "폭발적으로 좋아져" 응답
시간이 70% 향상되었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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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이전하는
일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지 업무를
이동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요구되는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여유 리소스 확보
"이 환경은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라고 Rayda는
말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IT 설비 투자가 50% 이상 줄어 수백만
달러를 비즈니스 기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당량의 IT 엔지니어링 리소스도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이라고 Rayda는 말합니다. "인프라 유지
보수에 들이는 시간이 짧을수록 비즈니스 관련 개선 사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Purdue 세일즈 팀을 위한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도입, 직원 간 또는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할 새로운 협업 기능 개발, 직접적인 연구 개발 및 세일즈
활동을 지원할 새로운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려면 별도의 시스템,
인력, 프로세스가 필요했고 우리 데이터 센터와 IT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모로 성장의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Vblock Syste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leashingIT.com 리소스 센터의 솔루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다이어트 유행과 비슷하게 정부 기관들 사이에는
클라우드로 이전함으로써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CGI Federal Inc.의 클라우드 프랙티스 책임자인 John Nemoto
이사는 말합니다. 그의 회사는 CGI Group Inc.가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자회사입니다.
"단순히 마이그레이션하는 것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든 혜택을 저절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하는
레거시 시스템 고객이 많습니다."라고 Nemoto는 말합니다.
"실제로는 탄력성과 같은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해야 하며 규정 준수, 거버넌스, 보안 등
기존 운영 서비스를 모두 지원해야 합니다."
CGI Federal은 FedRAMPSM(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공동 승인 위원회로부터
P-ATO(Provisional Authority to Operate) 인증을 취득한 최초의
대형 시스템 통합업체이며, 역시 최초로 FedRAMP 보안
요건에 부합하는 클라우드에 미국 정부 기관의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페더럴
클라우드 환경에서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ederal Trade Commission 등 수십 개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일찍부터 성공을 거둔 비결 중 하나는 제공하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미션 크리티컬"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Cisco UCS 통합 인프라, Hitachi Data
Systems 스토리지 및 프로비저닝, VMware 가상화 플랫폼을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한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을
선택했습니다.
"사전 검증 및 통합을 거친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페더럴
클라우드에 보안 및 매니지드 서비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고 고객이
기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Nemoto는 말합니다.
모두 예측 가능한 CGI 클라우드
CGI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기에 앞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한 준비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의
기능을 활용하여 패치, 검사, 모니터링과 같은 IT 운영 서비스를
기본 클라우드 솔루션에 포함시킴으로써 별도 비용의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클라우드가 IT 운영 모델을 송두리째 바꾸는 건 아닙니다.
IT를 제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라고 Nemoto는
말합니다. "연방 정부 기관의 사용자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이동에 머무르지 않고 클라우드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에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구축은 일반 시민을 위한 웹 사이트
및 기타 "만들기 쉬운" 애플리케이션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of Defense가 요구하는 더 까다로운
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시작하면서 고객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매우 능률적인 지원 모델을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Nemoto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통합 인프라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솔루션 프로필
Hitachi Compute Platform Select for VMware
vSphere with Cisco UCS의 솔루션 프로필은
UnleashingIT.com의 리소스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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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POD로 표준화
Madonna는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의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및 NetApp 스토리지로 구성된 통합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솔루션인 FlexPod를 사용하여
IT 인프라를 표준화했습니다.
"FlexPod 덕분에 임상의 모빌리티 및 의료 애플리케이션,
개인 정보 및 보안, 환자 모니터링 및 대응까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많은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donna의 병원 애플리케이션 책임자 Roberta
Steinhauser는 말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인프라는 모든 비즈니스 및 임상
업무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요법 팀
간의 진료 공조를 지원하는 첨단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또한 환자가 말하고 의사소통하도록
돕는 보조 기술, 재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보행 및 운동
검사기, 환자 회복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장비도 유지
관리합니다.
"우리 IT 인프라는 더 효과적인 환자 모니터링 및 대응, 발전된
연구 및 재활 방식의 근간이 되며 모든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Rolfe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환자 중심입니다."

삶을 되찾게 해주는 IT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및 기능의 확장
Madonna는 전문성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Omaha에 새로운 재활 병원을 건설하는 중이며, 2016년
가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병원에도 동일한 FlexPod를
설치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디오 기능을 도입하여 임상의가
Lincoln과 Omaha를 오가지 않고도 양쪽에서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부터) Bob Heydon, C. David Rolfe, Roberta Steinhauser를 포함한 Madonna의 IT 관리 팀은
더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및 발전된 치료법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활의
면면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라고 Madonna의 부사장 겸 CIO인
C. David Rolfe는 말합니다. "우리는 각 환자의 삶을 되찾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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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Madonna는 자그마한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 및 연구를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최고의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병원은 신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 환자를 치료하고 부상당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지역 및 전국의 여러 병원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환자 진료 외에도 Madonna의
재활 과학 및 공학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및 기술로 재활
의료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안정적인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현재의
비즈니스 및 임상 업무를 지원할 뿐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확장,
첨단 재활 및 연구 기능, 새로운 환자 서비스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더 우수한 진료 및 재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선별하고 분석할 데이터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진료 조정 및 개선에 활용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라고 Steinhauser는 말합니다.
"조만간 예측 분석 및 예방 진료에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Madonna는 비디오를 통한 환자 상시 모니터링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구현 및 긴급 재활 진료 기능을 갖추지 못한 병원과의
새로운 파트너십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프라는 사업 확장, 신규 임상 애플리케이션, 신규 환자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Heydon은 기대합니다.
"그 덕분에 더 우수한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임상의 관점에서 무엇이 요구될지 항상 예측 가능한
건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받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대규모 IT 팀을 둘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Rolfe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에서는 소규모 팀으로도 기능을 발전시키고 진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Nebraska의 Madonna Rehabilitation Hospital은 표준화되고 검증된 인프라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환자 진료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Madonna Rehabilitation Hospital은
공원 같은 주거 시설에서 트라우마 뇌 손상, 척수 부상,
뇌졸중, 폐질환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곳입니다. 하지만
Nebraska 주 Lincoln에 위치한 23에이커 면적의 부지에 자리
잡은 이 병원은 평화로운 꽃밭, 햇살이 눈부신 뜰, 목가적인
분위기의 산책로뿐 아니라 첨단 기술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환자 중심입니다."라고 Madonna의 C. David Rolfe는 말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다양한 의료 기술,
우수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신규 서비스가 활용됩니다.

Madonna의 새로운 Omaha 캠퍼스는 2016년 가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의 관점
"두 캠퍼스를 운영하게 되면 사이트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라고 Madonna의 기술 서비스 책임자인 Bob
Heydon은 말합니다. "양쪽에 FlexPod가 있으면 비즈니스
및 임상 업무가 연계되고 두 병원 간에 리소스와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보고서 및 ESG
FlexPod 백서는 UnleashingIT.com의 리소스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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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gon 주 Blue Mountains의 작은 언덕에 자리한 Wildhorse는
객실 수 300개의 호텔, 18홀 골프장, 5개 스크린의 시네플렉스,
RV 주차장, 5개 레스토랑, Las Vegas처럼 24시간 운영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슬롯머신부터 POS 및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 VoIP 전화기 및 디지털 사이니지, 카지노 관리 및
TV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됩니다.
Lente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지원할 고속 대용량
스토리지 및 민첩한 가상 서버를 제공하고자 Nimble Storage
SmartStack 솔루션을 선택했으며, 여기에는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의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팀원 중
네트워크 전문가나 애플리케이션 전문가나 그 누구든지 맡아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라고 Wildhorse 네트워크
관리자인 Andy Dougherty는 말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동 중단되지 않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를 구매한 덕분에 가능합니다."
가치 창출 가속화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합 및 검증을 거친 인프라
솔루션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Wildhorse도 그중
하나라고 Nimble의 CEO인 Suresh Vasudevan은 말합니다.
"고객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각 구성 요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간소화된 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SmartStack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는 Nimble 적응형 플래시
스토리지와 Cisco UCS 통합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어서
Nimble은 업계 최고의 벤더와 손잡고 구체적인 워크로드,
이를테면 데스크톱 가상화, 서버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호, Oracle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진정한 멀티벤더 통합

중견기업 고객에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더 이상 통합 전문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지원 관련 위험을 줄일 방법으로 통합 인프라에
주목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
배포 방식이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요컨대 고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IT
생산성을 높이고 다운타임 없이 독자적으로 성능 및 용량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SmartStack 모델과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의 주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Nimble의 통합 인프라로 구성 요소의 효율성 저하 없이 관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Melodie Lente가 Oregon 주 Pendleton에 위치한 Wildhorse
Resort & Casino의 IT 팀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지원하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응답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 인프라가 자리 잡았고
6명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IT 팀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2

Unleashing IT

"우리에게 다운타임이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통합 인프라 솔루션을 검토하고 평가할 때 최우선
기준이었습니다."라고 Wildhorse의 정보 시스템 책임자인
Lente는 리조트가 연중무휴임을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기술 관리 컨설턴트인 Keith Townsen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토리지 증가 및 성능 튜닝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애로
사항입니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어떤 클러스터에서
스토리지가 부족한데 컴퓨팅 리소스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경우
어플라이언스를 추가하여 전체 컴퓨팅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1."

Nimble SmartStack 솔루션은 이와 달리 독립적인 스토리지,
컴퓨팅, 네트워크, 가상화 계층을 운영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한 번의 협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Nimble과 Cisco의 본격적인
기술 통합으로 이어져 엔지니어링 및 지원이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습니다."라고 Vasudevan은 말합니다.
원활한 지원
Colorado의 Breckenridge Grand Vacations는 4개의 독립적인
리조트를 공동 소유식으로 운영하는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Cisco UCS 및 VMware로 구성된 Nimble
SmartStack으로 이전했습니다. IT 운영 관리자인 Scott Britz는
벤더 간의 책임 전가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밝힙니다.
"기름을 잘 친 기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동하는 방식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라고 Britz는
말합니다.
이 회사의 "간판" 애플리케이션은 공동 소유 리조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여기서는
Microsoft Exchange 및 여러 웹 서비스도 실행되고 SQL
백엔드가 이를 지원합니다.
5명으로 구성된 Breckenridge의 IT 팀은 통합 인프라로 전환한
후 "사용자에게 어떤 불편도 주지 않으면서" 더 수월하게
스토리지와 CPU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Britz는 말합니다.
"몇 분 내에 신규 서버를 가동하거나 성능을 높이거나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1 http://www.techrepublic.com/article/hyper-converged-systems-what-you-need-to-knowabout-this-hot-virtualization-topic/

인프라 구축 가속화,
확장성 향상
IT 팀은 통합형 컴퓨팅, 패브릭, 스토리지, 가상화로
모듈식 구성 요소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확장성을 확보하여 요구
사항의 확장에 따라 수천 개의 가상 데스크톱 및
수백 개의 가상 서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leashingIT.com 리소스 센터의
SmartStack 솔루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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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데이터 센터 혁신
가속화
VersaStack으로 5년간 TCO를 기존 환경 대비 62% 줄일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비용 문제로 불가능했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성능 및 사용률 향상
강력한 컴퓨팅 및 네트워킹 플랫폼이 최신 스토리지 기술과 만나
구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성능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플래시와 같은 고속 스토리지 기술이 컴퓨팅 및 네트워킹
시스템과 연동하면서 더 우수한 성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Shave는 말합니다. "그리고 분석 기반의 관리 기능으로 데이터
배치를 자동화하여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5%에 달하는 스토리지 자산의 사용률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Storwize는 실시간 압축 및 스토리지 가상화의 조합을 통해
비효율적 사용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Shave는 설명합니다.
"동일한 인프라에서 최대 5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TCO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VersaStack으로 공동 고객의 IT 인프라에서 구축 및 운영을
능률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Cisco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 담당
부사장인 Satinder Sethi도 말합니다. "모빌리티 및 데이터
분석부터 인터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중심 인프라까지 Cisco와
IBM이 공동으로 광범위한 혁신을 이룰 기초가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가 데이터
센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가운데 Cisco와 IBM은 최근
VersaStack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의 Cisco UCS 통합 인프라에 IBM의
Storwize 계층화 스토리지 솔루션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구현 편의성이 큰 화두였습니다."라고
IBM Corp.의 스토리지 사업부 VersaStack, 빅데이터, 분석
책임자인 Ian Shave는 말합니다.
VersaStack과 같은 통합 인프라는 IT 팀에서 별도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하고 조합하는 데 몇 달을
낭비할 필요 없이 매우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때도 많습니다. Shav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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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VersaSta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leashingIT.com
리소스 센터의 솔루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성장
촉진

가상화의 비율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부수적
효과로 데이터 센터 설치 공간을 75% 줄이고 그에 따라 전력,
냉각, 케이블링 비용도 절약했습니다.
"VSPEX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세에 발맞춰 손쉽게 확장하고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니까요."라고 Dunn은 말합니다.

Agro-Culture Liquid Fertilizers는
새로운 통합 인프라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기능 및 고객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기능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groLiquid는 전사적 차원에서 가상 데스크톱으로
마이그레이션했고 이제 더 우수한 협업을 위해 Cisco 음성,
비디오, 텔레프레즌스 솔루션까지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주문, 계정 정보, 보고 기능을 갖춘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Agro-Culture Liquid Fertilizers의 사업은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연간 성장률 20%를 기록한, Michigan
주에 위치한 이 회사는 새로운 Gold LEED 인증 본사 시설 및
여러 주에 걸친 확장을 지원하고 미국 최고의 농업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첨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오너들은 기술과 관련된 사항에는 항상 진보적인
편입니다."라고 AgroLiquid의 네트워크 관리자인 Tracy Dunn은
말합니다. "항상 기술 트렌드에서 앞서나가고 모든 사업장에서
생산성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핵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인 Sentinel Technologies가 지원하고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AgroLiquid는 최근 데이터 센터 및
재해 복구 사이트에 VSPEX Converged Infrastructure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비용 절감, 비즈니스 기능 강화
®

®

™

Intel Xeon 프로세서 기반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
Cisco Nexus® 스위치, EMC 스토리지, VMware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VSPEX 시스템은 AgroLiquid IT 환경에서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기술 활용의 선두 주자입니다."라고
Dunn은 말합니다.
이 회사는 액상 비료 연구 개발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AgroLiquid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용 농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VSPEX 시스템은 이 시설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미 VSPEX로 많은 성과를 거뒀고 데이터 센터의 관리 방식을
혁신시켰습니다." Dunn의 설명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IT 플랫폼
및 강력한 벤더 파트너십을 통해 공격적인 확장 및 변화하는
고객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솔루션 개요 다운로드
EMC VSPEX를 위한 Cisco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leashingIT.com의 리소스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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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EVERYTHING(IoE)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계산대 앞에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위한 만물인터넷(IoE)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데이터 센터급 성능을
제공하는 UCS Server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분석을 제공하여 쇼핑을 하는
동시에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는 일은 어제로 끝입니다.
cisco.com/tomorrowstartshe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isco UCS with
Intel® Xeon®
process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