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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통합의 원칙

"진보적인 기업은 통합 시스템을 생산성 향상,
수익 기회 창출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 등 IT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

IDC*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가 더욱 빠르게 이동할 때 조직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의

IT 직원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만 업무

70%를 소모하고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에는

주당 단 하루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isco의 목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Cisco
의 통합 인프라 및 IT 솔루션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장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간소화하고 인프라를 자동화하여 IT 팀이
가장 중요한 업무에 전문 지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The Business Value of Cisco UCS as a Platform for SAP HANA and Other SAP
Mission-Critical Applications, IDC, Sep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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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IT 리소스가 기존 시스템
유지 업무에 소모되고
있는 현실

모든 규모에 적합한 성능, 효율성 및 유연성

애플리케이션
고객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든 집중적인
분석을 실행하든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UCS®) 통합 인프라는
개선된 사용자 경험, 성능 및 보안을 제공하여
조직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운영

Cisco 플랫폼은 자동화된 관리 프로세스,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선택,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합한 사전 검증된 구성을 통해 고객의

IT 설계, 구축, 통합 및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에코시스템

Cisco 솔루션에는 당사는 물론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및 스토리지 선두 업체의 기술이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비즈니스
및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안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테스트와 검증을 거칩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을 통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통합을 통한 빅 데이터 관리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최대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Cisco는 최대 10,000대의 UCS 기반 시스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유일한 제품입니다."
—

Pete Schlampp, Platfora 제품 부사장, 2015년 2월 24일.

탁월한 데이터 확장 기능
매년 수십억대의 디바이스를 통해 운영, 제품 및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로 사용될 수조의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IDC

2020년까지 매년 생성되는 데이터가 1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터 관리, 통합 및 분석 기술은 분산된 하드웨어에서
광범위한 데이터 클러스터를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Cisco UCS는 고객 시스템의 확장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뛰어난 인프라(최대 10,000대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5가지 필수 항목"
자세히 보기 >
“Cisco

UCS로 빅 데이터 탐색”
>

자세히 보기

SAP HANA 및 Cisco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영향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SAP는 기업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스트림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인메모리

SAP HANA를 개발했습니다. SAP HANA의
기능을 보강하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손쉬운 확장성 및 중앙
관리와의 긴밀한 통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Cisco는
SAP와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센터 팀과 사내 전체의 운영 및 재정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IDC

연구에 따르면

Cisco UCS에서

실행되는

SAP HANA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직원의 서버 구축 시간:

•

직원의 서버 관리 시간:

•

하드웨어 다운타임으로 인한 직원의 시간 손실:

83.8%
68.4%

96.3%

• 5년 간 총 비즈니스 혜택: 479만 달러
• 5년 간 ROI: 368%
•

투자회수 기간:

SAP HANA
자세히 보기 >

10개월

맞춤형 데이터센터 통합 옵션

*The Business Value of Cisco UCS as a Plat form for SAP HANA and Other SAP
Mission-Critical Applications, IDC, Sept. 2014 .

Microsoft

및

Cisco로 비즈니스 역량 강화

“Microsoft 클라우드 운영체제와 UCS와의 통합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Brad Anderson, Microsoft 부사장, 2013년 11월.

강화된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으로 클라우드 간소화

이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조직이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전례없는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의 프로세스와 관리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Cisco는

Microsoft와 같은 선두

소프트웨어 업체와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FlexPod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와 System Center 2012 R2를
Cisco UCS 및 NetApp 스토리지와 결합하여 전체 IT 비용 절감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확장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Microsoft SQL Server 및 Exchange
Server를 포함한 가장 인기있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운영 체제,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중 무엇을
사용하든 Cisco와 Microsoft의 첨단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의 성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습니다.

“Unleashing
자세히 보기

데이터 센터의
자세히 보기

IT: Microsoft Special Edition”

>
>

Cisco: Microsoft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생산성

"그동안 동급 최고 수준의 통합 솔루션을 목표로 추구하며 현재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의 양보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솔루션을 구축해냈습니다."
—

Paul Bauwens, Meander Medisch Centrum 정보통신기술 설계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 공간

Cisco는 Citrix 및 VMware와 함께 직원들이 사무실, 자택 또는 이동
중 어디에서나 모든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또한

IT 팀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디바이스 보안, 구축,
업그레이드 및 통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개요"
비디오 보기 >
데스크톱 가상화의 배포 및 관리 효율화: 통합 인프라 사례
자세히 보기

>

간편하고 신속한 확장성

"FlexPod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구성 요소입니다... 향후 급속한
성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확장형 솔루션을 갖추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Darrell Williams, Katz, Sapper & Miller 정보 시스템 이사

클라우드로 이전 가속화

NetApp과 함께 새로운 IT 프로젝트의 비용과 위험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전 검증된 통합형 인프라 설계 방식의

FlexPod를 개발했습니다. FlexPod는 램프업 시간을 수 개월에서
몇 주로 단축하여 프라이빗/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전환 시점에 이미 최적화된 솔루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솔루션은 사전 검증되고 복원력이 뛰어나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자세히 보기

>

“애플리케이션의 잠재력 재발견”
비디오 보기

>

올바른 데이터 센터 혁신 방법

업계 모범 사례와 전문 지식을 모두 통합

IT 부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신뢰할 수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제공하며, 데이터를 실시간 정보로 전환합니다. 이는 모든 조직이
직면한 난제입니다. 즉,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객을
지원하는 것이말로

Cisco의 임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합니다. Cisco의 고유한 전략적 접근방식은 조직이
갖춘 잠재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가치있게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의 총 경제 효과
자세히 보기 >
“Cisco

Domain Ten: IT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

비디오 보기

Cisco UCS 통합

인프라

더욱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오케스트레이션

Gartner와 IDC 모두 업계 최고의 스토리지 공급업체와 밀접한
협력을 체결한 Cisco를 통합 인프라의 선두주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NetApp이 탑재된 FlexPod
• EMC VSPEX를 위한 Cisco® 솔루션
• IBM 기능을 갖춘 VersaStack
• Hitachi Data Systems가 장착된 UPC Select
• Nimble Storage가 장착된 SmartStack
• VCE 장착 Vblock

Cisco UCS Director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오늘날의 인프라는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제 Cisco ONE
Software 번들을 통해 단일 라이선스로 전체 데이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손쉽게 구입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isco

UCS를 구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자세히 보기 >
“Cisco

ONE Enterprise Cloud Suite: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품”
>

비디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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