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UCS x86 서버
Unified Computing System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 x86서버

시스코 UCS의 리더쉽과 놀라운 상승세
드디어 한국 블레이드 시장에 #1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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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그 특별한 선택의 이유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가상화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시스코 데이터 센터 패브릭(Cisco Data Center Fabric)을 통하여 높은 운영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52%

23%

네트워크 투자 비용 절감

운영/관리 비용 절감

ㆍ 시스템 / 네트워크 통합
ㆍ FCoE / 인터페이스 가상화

ㆍ UCS 매니저 통합관리
ㆍ 타사 대비 60% 자동화

14%

43%

고성능에 따른 투자 예방

전력 및 상면 비용 절감

ㆍ Built-In 10Gbps 아키텍처
ㆍ 타사 대비 수 십 % 우수성능

ㆍ 고집적 블레이드 아키텍처
ㆍ 타사 대비 10% 저 전력소비

UCS Family ▶

3

시스코 UCS 솔루션의 혁신 기술
유니파이드 패브릭

최적화된 I / O

시스코 UCS는 파이버 채널, 이더넷, 관리

시스코 UCS에는 10Gb 기반의 FCoE

네트워크 등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Fiber Channel Over Ethernet)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I/O 가상화 기술로 생성한
다량의 가상 I/O Card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유연성 확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통합된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개별 네트워크 망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이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FC 트래픽

→ 유니파이드 패브릭으로 구성된
시스코 데이터 센터 랙의 후면 모습

→ 파이버 채널과 이더넷이 결합된
FCoE의 구조

하드웨어 상태 가상화

통합 관리 솔루션

미리 저장된 속성을 신규 하드웨어에 적용하거나

UCS 매니저는 이중화 구조를 통해 안정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일 매니지먼트로
랙 서버, 블레이드 서버 최대 160대를 관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서버의 프로비저
닝 및 상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구성할 하드웨어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SAN / iSCSI Boot를 통해 간편한 관리 및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Server Name
Server Name
ServerWWN
Name
UUID, MAC,
UUID, MAC, WWN
UUID,
MAC, WWN
Boot info
Boot info
Boot
Firmware info
Firmware
Firmware
LAN,SAN
Config
LAN,SAN Config
LAN,SAN Config
Firmware...
Firmware...
Firmware...

Run-time
Association

LAN

SAN

WEB 서버 서비스 프로파일
UUID: 56 4d cd 3f 59 5b
MAC : 08:00:69:02:01:fc
WWN : 5080020000075740
Boot Order : SAN, LAN

chassis-1/ Blade-2

chassis-8/ Blade-5

→ 하드웨어 상태 가상화 기능 중
SAN/iSCSI Boot를 통한 간편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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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Interconnect
UCS Manager

UCS Manager
Web Console

→ 시스코 UCS 서비스 프로파일
적용 예

Unified Computing System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인프라

Edge-Scale 컴퓨팅

Cloud-Scale 컴퓨팅
UCS M-Series
모듈러 서버
UCS C3160

UCS Mini

UCS
Manager

UCS 관리의 혁신

4세대 UCS 서버

핵심 데이터센터
워크로드

컴퓨팅 . 네트워킹 . 스토리지 . 가상화 . 관리 및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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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솔루션 포트폴리오
UCS (Unified Computing System)
시스코 UCS 플랫폼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통하여 유니파이드 컴퓨팅을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패브릭과 블레이드 서버 및 랙 서버를 하나로 통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니파이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스코 UCS
블레이드 서버
●

●

●

시스코 UCS
랙 서버

혁신적인 아키텍처

●

FCoE기반의
통합 패브릭 /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파일을 통한
하드웨어 추상화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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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능과 확장성 제공
저지연(Low-Latency), 다목적
10Gb Ethernet 기반 패브릭
(FCoE 및 Unified Port 지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통합
(LAN, SAN, MGMT)

●

유니파이드 컴퓨팅 지원
다양한 폼 팩터 제공
(1U, 2U, 4U)

●

●

●

●

최대 256개의 독립된 가상화
PCIe NIC/HBA 포트
80Gbps 대역폭 지원
하드웨어 기반 오버레이 기술지원
(VXLAN/NVGRE)
usNIC와 RDMA를 위한
low-latency

단일 관리 도메인 환경 제공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에
대한 동적인 프로비저닝 기능
서비스 프로파일을 통한
“Stateless” 컴퓨팅 환경 제공

2200 시리즈

가상 어댑터

패브릭 인터커넥트

●

매니저

●
●

6200 시리즈

●

업계를 주도하는 높은 성능과
수많은 세계 신기록

시스코 UCS

패브릭 익스텐더
●

●

●

LAN과 SAN이 통합된
unified fabric
UCS 매니저를 통한 일관성
있는 QoS 관리
Active-Active 구조로 가용성
증대

●

섀시당 최대 160Gbps 지원

Unified Computing System

UCS 서버 라인업
더욱 더 다양해지는 시스코 UCS 서버 제품군

Rack

Scale Out

UCS C24 M3
2 Intel Xeon E5-2400 v2

Modular

Blade

UCS C22 M3
2 Intel Xeon E5-2400 v2

UCS B22 M3
2 Intel Xeon E5-2400 v2

Enterprise
Performance

Intensive/Mission Critical

UCS C240 M4
2 Intel Xeon E5-2600 v3

UCS C220 M4
2 Intel Xeon E5-2600 v3

UCS B200 M4
2 Intel Xeon E5-2600 v3

UCS C3160
고직접 스토리지 서버
2Socket, 512GB
62개의 Disk Slots

UCS C460 M4
4 Intel Xeon E7-8800 v2

UCS B420 M3
4 Intel Xeon E5-4600 v2

UCS B460 M4
4 Intel Xeon E7-4800
/8800 v2

UCS B260 M4
2 Intel Xeon E7-4800/8800 v2

UCS M-Series
Modular Server

시스코가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는 혁신
x86의 혁신! 시스코 UCS(Unified Computing System)

1

유니파이드
패브릭

2

통합
서버관리

3

관리
프로비저닝 통합

4

최적의
가상화 구현

5

간편한
대규모 확장

●
●
●

●
●

●
●

●
●

●
●

파이버채널 이더넷
관리네트워크
단일 레이어
블레이드
랙 마운트
중앙 집중형
통합관리 배치
서버 추상화
가상 I/O기술
최적의 관리요소
간편한 대규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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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솔루션 포트폴리오
UCS Mini
소규모 환경(1~20대)을 위한 Unified Computing의 새로운 아키텍처 모델
UCS의 모든 기능이 담긴

All-In-One package
컴퓨팅
통합 네트워킹
UCS 매니저 통합관리
표준 UCS 블레이드 / 팬 / 전원 공급장치

Cisco UCS
with Intel®
Xeon® processor

6324 Fabric
Interconnects

UCS Mini

UCS vs. UCS Mini

+

+
IOM

UCS Chassis

+
UCS Ch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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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 Interconnect

=
Fabric Interconnect

UCS
Mini

UCS

Unified Computing System

UCS M-시리즈 모듈러 서버
Compute Cartridge

Rear View

Front View

2U 샤시에 16대의 컴퓨팅 노드
1 s, 64 Cores, 512 GB Memory
CPU

Intel Xeon E3

Memory

8 GB UDIMM

Disks

2 or 4 SSDs

1275L v3, 1240L v3, 1220L v3
컴퓨팅 노드당 최대 32GB
SATA (240 GB, 480 GB, 960 GB)
SAS(400 GB, 800 GB, 1.6 TB)

Cisco 12 Gb Modular RAID Controller with 2GB Flash-Backed Write Cache (FBWC)

RAID Controller

- IO가상화를 통한 컴퓨팅 노드 할당

Network

2 * 40 Gb

xIO 가상화를 통한 컴퓨팅 노드 할당

전원 공급장치

2 * 1400W

16대의 컴퓨팅 노드가 공유
UCS Manager를 통한 통합 관리

관리

UCS C3160 랙 스토리지 서버
HDD
4 Rows of hot-swappable HDD
4TB/6TB
Total top load: 56 drives

C3160 Rack 스토리지 서버
Server Node
2x E5-2600 V2 CPUs
128/256GB RAM
1GB/4GB RAID Cache

●

●

Optional Disk
Expansion
4x hot-swappable, rearload LFF 4TB/6TB HDD

고직접 로컬 디스크와 모듈러 기반
의 고성능 컴퓨팅의 결합
4U크기에 2소켓 서버와 최대
360TB의 스토리지 용량 제공

Bare Metal 기반 또는 가상화
System I/O Controller
(SIOC)
Cisco mLOM Slot
Two 120GB SSDs
OS/Boot

Power Supply
4hot-pluggablePSUs
FAN
8 hot-pluggable fans

●

대규모 컨텐츠 스토리지와 데이터
저장소용

●

분산 파일 시스템

●

빅데이터 및 하둡 어플리케이션

●

스트리밍 및 트랜스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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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B-시리즈 블레이드형 서버
차세대 x86 서버의 새로운 플랫폼
Cisco UCS B-Series 4세대 블레이드 서버
Cisco UCS (Unified Computing System) B시리즈 서버 솔루션은 Intel 의 최신형 서버 프로세서
XeonE5-2400, 2600, 4600 및 E7-2800, 4800, 8800 시리즈를 탑재한 범용 x86 솔루션으로, 최적의
가상화 구현과 기업 IT 혁신을 위한 TCO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x86 솔루션 입니다.

맞춤형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

●

●

●

●

UCS B22 M3

UCS B200 M4

UCS B420 M3

최적의 비용효율성 구현 모델

범용 x86 블레이드 서버 모델

고성능/대용량 메모리 적용 모델

분산형 워크로드에 적합

Half 사이즈의 블레이드
고집적 구성
하드웨어 기반 IO 가상화
기술 적용

기업용 고성능 및 향상된 기능 제공

●

Half 사이즈의 블레이드
고집적 구성

●

●

하드웨어 기반 IO 가상화 기술 적용

●

통합 IO 기술 적용 (FCoE)

●

모든 산업군/가상화용

통합 IO 기술 적용(FCoE)

UCS B260 M4

UCS B460 M4

고성능/고가용성 기술 적용 모델

업계 최대 성능 고가용성 서버 모델

●

고성능/고가용성 CPU 적용

●

고속의 CPU 처리 업무용 모델

●

하드웨어 기반 IO 가상화 기술 적용

●

대용량 메모리 구성

●

통합 IO 기술 적용(FCoE)

●

하드웨어 기반 IO 가상화 기술 적용

●

대규모 가상화 및 기업 업무 서버용

●

통합 IO 기술 적용 (FC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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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및 대용량 DB,
인메모리 DB 용 서버

●

고성능 프로세서 적용

●

하드웨어 기반 IO 가상화 기술 적용

●

통합 IO 기술 적용 (FCoE)

●

대규모 가상화 및 기업 업무 서버용

●

ERP, 데이터 베이스 워크로드 대응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UCS C-시리즈 랙 마운트형 서버
차세대 x86 서버의 새로운 플랫폼
Cisco UCS C-Series 4세대 랙 마운트 서버
Cisco UCS (Unified Computing System) C 시리즈 서버 솔루션은 Intel 의 최신형 서버 프로세서
Xeon E5-2400,2600,4600 및 E7-4800, 8800 시리즈를 탑재한 범용 x86 솔루션으로, 최적의 가상화
구현과 기업 IT 혁신을 위한 TCO 절감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x86 솔루션 입니다.

맞춤형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
UCS C420 M3

UCS C220 M4 , UCS C22 M3

고성능 단일/가상화 서버용 모델

범용 x86 적용 플랫폼 모델

●

고속의 트랜잭션 처리용 x86

●

기업 내부의 일반적인 x86

●

대량의 가상 데스크톱 적용 x86

●

1U 사이즈의 서버 랙 고집적 x86

●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기술 적용

●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기술 적용

●

통합 IO 기술 적용

●

통합 IO 기술 적용

●

가상화 환경에 최적화된 서버

●

모든 산업 군에서 적용 가능

●

웹서버, 프록시, 캐싱서버 (C22M3)

UCS C240 M4 , UCS C24 M3

UCS C460 M4

대용량 디스크 적용 모델

대형 기업 업무용 서버 적용 모델

●

기업 내부 파일 서버용 x86

●

기업 DB 또는 ERP 서버용 x86

●

대용량 저장공간을 위한 x86

●

고속의 프로세스 처리용 x86

●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기술 적용

●

중대형 기업 어플리케이션 x86

●

데이터저장소, 미들웨어, 빅데이터

●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기술 적용

●

빅데이터 스토리지 서버(C24M3)

●

통합 IO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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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고객 사례

속도저하 없는 망분리 인프라로 보안/업무
효율성 높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www.ncc.re.kr)는 2000년 설립돼 암 연구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
로 성장해왔다.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미션을 갖고 있으며, 세
계 최고의 암센터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위해 발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상의 진료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다. 더불어 국립암
센터는 세계적인 암 전문가를 양성하고, 효율적인 국가 암관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국립
암센터는 시스코 UCS를 기반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를 진행해 중요한 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시스코의 x86 서버 ‘UCS(Unified Computing

국립암센터에 공급된 ‘UCS-B200 M3’는 인텔 제온 5600시리

System) ’를 통해 VDI의 속도문제를 해결했다. UCS는 기존서

즈 기반으로 설계된 블레이드 서버로, 동급 경쟁사 솔루션의 절

버보다 2배 이상 많은 메모리 용량을 제공해 경쟁사 동급 서버보

반 정도 크기로 최대 8대의 B200 M3 블레이드 서버를 탑재할

다 훨씬 더 많은 가상머신(VM)을 운영할 수 있어 적은 수의 서버

수 있어 데이터센터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스코 통

로도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다.

합 IO, 통합 패브릭 아키텍처로 설계돼 이전의 블레이드서버와
비교해 혁신적인 IO 구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스코 UCS 기반

UCS에는 시스코의 네트워크 기술이 통합돼 복잡성이 늘어나

망분리 사업을 통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안전

는 네트워크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케이블작업

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효과로 꼽는다. 보안이 강

으로 이더넷과 FC 구성이 가능하며, 어댑터•스위치•케이블 등 네

화되면 업무가 불편하고 복잡해지지만 국립암센터는 사용자 업

트워크 옵션을 기존 서버의 1/2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망분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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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VDI 구축으로 산재된 PC 관리·보안
취약성 난제 ‘해소’

세계 최대의 보험금융서비스 그룹인 알리안츠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물리적 PC 환경을 가상 데스크톱
으로 전환하는 VDI 환경을 구축했다. 물리적 PC 제거로 엔드포인트 관리의 편의성을 향상, 보다 신속한 업무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안과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이점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특히 알리안츠생명의 VDI 전환은 규모뿐 아니라 가상 데스크
톱을 업무에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시스코 UCS 서버는 VDI 환경이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보일 수

시스코 UCS 서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오피스 구동 및 작업효

있게 하는 기반이다. 알리안츠생명이 VDI 구축 이후 업무 시간

율도 향상돼 ‘만족도 69%’라는 사용자 피드백으로 나타났다.

동안 서버 자원 활용률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60~70%

전체적으로 73%의 이용자가 VDI 환경 전환에 ‘만족한다’고 응답

의CPU 사용률을 보였다. 사용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도 80% 내

했으며, 특히 기존 PC 환경과의 비교에서는 불만족, 또는 매우

외의 CPU 사용률과 메모리 사용률로 안정적인 가상 데스크톱

불만족이 0%로 나타나 VDI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사

구동을 지원했으며, IO 레이턴시 역시 평균 4ms로 중앙집중화

무환경 개선도 VDI의 도입 효과다.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마우스

된 사용자환경에서도 로컬 PC 사용과 다름없는 업무 진행이 실

만 존재하는 씬클라이언트를 사용자단에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현되도록 했다.

PC가 내뿜던 소음과 열기가 주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국가적
전력난으로 냉방온도 효율화가 화두였던 2013년 여름, PC의 열

이러한 결과, 알리안츠생명이 VDI 도입 후 진행한 사용자 만족

기로부터 해방된 체감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도 평가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PC 환경에서 몇 분이
소요됐던 부팅시간이 1분 이내로 단축되고, 파일 복사 시간도

또 금감원 망 분리 가이드라인의 조건에 맞춰 인터넷망과 업무

한층 개선되는 등 향상된 성능은 물론 쾌적한 사무환경에 대한

망분리를 통해 악성코드 유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

만족도 또한 높았다.

하고, PC 데이터 이관시 비업무 파일, 비암호화 개인정보 파일
등을 제거함으로써 사내 보안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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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UCS B-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Cisco UCS B22 M3

Cisco UCS B420 M3

Cisco UCS B200 M4

Cisco UCS B460 M4

Cisco UCS B260 M4

B22 M3

B200 M4

B420 M3

B260 M4

B460 M4

폼 팩터

1U, Half-Size

1U, Half-Size

1U, Full-Size

1U, Full-Size

2U, Full-Szie

CPU

E5-2400 v2

E5-2600 v3

E5-4600 v2

E7-2800 v2
E7-4800 v2
E7-8800 v2

E7-4800 v2
E7-8800 v2

소켓

2

2

4

2

4

최대 코어/소켓

10

18

12

15

15

DIMM 슬롯

12

24

48

48

96

최대 메모리

384GB

768GB

1.5TB

3TB

6TB

디스크

2

2

4

2

4

mLOM Slot

1

1

1

1

2

Mezz 슬롯

1

1

2

2

4

전원공급장치

Blade 전원 공유(4x2500W)

통합 관리

UCS Manager

Unified Computing System

시스코 UCS C-시리즈 랙 마운트 서버
Cisco UCS C24 M3

Cisco UCS C22 M3

폼 팩터
CPU

Cisco UCS C240 M4

Cisco UCS C220 M4

C22 M3

C24 M3

1U

2U

Cisco UCS C460 M4

Cisco UCS C260 M3

Cisco UCS C3160

C220 M4 C240 M4 C420 M3 C460 M4
1U

2U

E5-2400 v2 E5-2400 v2 E5-2600 v3 E5-2600 v3

2U
E5-4600

4U

C3160
4U

E7-4800 v2
E5-2600 v2
E7-8800 v2

소켓

2

2

2

2

4

4

2

최대 코어/소켓

10

10

18

18

8

15

10

DIMM 슬롯

12

12

24

24

48

96

16

최대 메모리

384GB

384GB

768GB

768GB

1,536GB

6TB

256GB

디스크

4/8

12/24

4/8

8/16/24

8/16

8/12

62

LOM

1Gb*2(UTP) 1Gb*2(UTP) 1Gb*2(UTP) 1Gb*4(UTP) 1Gb*4(UTP)

1Gb*2(UTP) 1Gb*4(UTP)
10Gb*2
10Gb*2(UTP) (10G-SR)

mLOM Slot

-

-

1

1

-

-

1

PCIe 슬롯

2

5

2

6

7

10

-

전원공급장치

450/650W
최대 2개

450/650W
최대 2개

770W
최대 2개

0/1200/
1400W
최대 2개

1200W
최대 2개

1400W
최대 4개

1050W
최대 4개

원격관리

Cisco IMC

Cisco IMC

Cisco IMC

Cisco IMC

Cisco IMC

Cisco IMC

Cisco I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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