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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B-Series M2 블레이드 서버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 개요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은 총소유비용(TCO)을 줄이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강화하도록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액세스 및 가상화를 응집력 있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플랫폼입니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은 낮은 지연율의 무손실 10기가비트 이더넷 통합 네트워크 패브

릭을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와 통합시킵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멀티 섀시, 통합 

플랫폼으로서 모든 리소스가 통합된 관리 도메인에서 활용됩니다(그림 1). 

그림 1.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은 응집력이 높은 고가용성 아키텍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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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B200 M2 및 UCS B250 M2 서버는 Cisco UCS B200 M1 및 UCS B250 M1 서버의 성공을 바탕으로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에 차세대 인텔 프로세서 Intel® Xeon® 5600 시리

즈를 채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인텔의 강력한 프로세서는 비슷한 전력 인벨로프 내에서 더욱 많은 코어

와 스레드 및 캐시를 제공하여 더욱 빠른 페이백(payback)과 더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

화합니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과 Intel Xeon 5600 시리즈 프로세서의 

결합으로 TCO를 절감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며 데이터 센터 가상화에서 또 다른 대약진을 제공합니다. 

제품 개요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의 중요한 빌딩 블록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

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컴퓨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TCO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업계 표준 서버 기술을 채택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합니다. 

•  최대 2 개의 Intel Xeon Series 5600 멀티코어 프로세서 

•  핫스왑이 가능하고 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두 개의 옵션 SAS 하드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  최대 2 개의 듀얼포트 메자닌 카드 연결 지원으로 최대 40Gbps 의 리던던시형 I/O 처리량 지원 

•  업계 표준 DDR3 메모리 

•  Cisco UCS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지정한 정책도 실행하는 통합 서비스 프로세서를 이용한 원격 

관리 

•  각 서버의 전면 콘솔을 통해 로컬 키보드, 비디오 및 마우스(KVM) 액세스 

•  원격 KVM, 보안 쉘(SSH) 프로토콜 및 가상 미디어(vMedia)뿐만 아니라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를 이용한 대역 외 액세스 

Cisco UCS B-Series는 Cisco UCS B200 M2 2소켓 블레이드 서버와 Cisco UCS B250 M2 2소켓 확장 메모리 블

레이드 서버, 이렇게 2가지 블레이드 서버 모델을 제공합니다(그림 2). Cisco UCS B200 M2는 절반폭 블레이드

로서 12개의 DIMM 슬롯을 제공하여 최대 96GB까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고 메자닌 어댑터 1개를 지원합니다. 

Cisco UCS B250 M2는 전체폭의 블레이드로서 48개의 DIMM 슬롯을 제공하여 최대 384GB까지 메모리를 확장

할 수 있고 메자닌 어댑터 2개를 지원합니다. 

그림 2. Cisco UCS B200 M2 및 UCS B250 M2 블레이드 서버 

 
표 1은 2가지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표 1. Cisco UCS B200 M2 과 Cisco UCS B250 M2 의 특징 비교 

모델 최대 메모리 

용량 

메모리 크기 및 

속도 

크기 및 

폼 팩터 

섀시당 최대 

서버 수 

시스템당 

최대 서버 수 

메자닌 

어댑터 

처리 속도 

Cisco UCS 

B200 M2 

12 DIMM, 

최대 96GB 

4GB 및 8GB 

DDR3, 1066Mhz 

및 1333Mhz 

절반폭 8 320 1 최대 20Gbps의 

리던던시형 I/O 처리량

Cisco UCS 

B250 M2 

48 DIMM, 

최대 384GB 

4GB 및 8GB 

DDR3, 1066Mhz

전체폭 4 160 2 최대 40Gbps의 

리던던시형 I/O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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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이점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가상화 및 비가상

화 애플리케이션의 까다로운 요구를 모두 충족합니다. Intel Xeon Series 5600 시리즈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프로세서 성능을 조절하고 사용률에 따라 에

너지 사용량을 지능적으로 관리합니다. 

각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통합 네트워크 어댑터(CNA)를 사용하여 통합 패브릭에 액세스합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기존의 LAN 및 SAN 연결을 유지하면서 어댑터, 케이블 및 액세스-레이어 스위치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코 혁신은 기업의 운영비, 전기료, 냉방비 등 자본과 운영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Cisco UCS Manager에 내장된 시스코의 혁신적 서비스 프로파일 기술은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와 

관련 I/O 특성을 프로비저닝합니다(Cisco UCS Manager 개요 참조). 전원 및 냉각, 보안, ID, 하드웨어 상태, 이

더넷과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위한 정책 등 서버를 공급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 정

책이 서비스 프로파일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수작업 단계를 줄이고,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 가능성도 줄이며, 서버와 네트워크 배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

파일은 전체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입니다. 

Cisco UCS B250 M2는 384GB의 업계 표준 메모리를 이용하여 성능과 용량을 높임으로써 까다로운 가상화와 대규모 

데이터 집합 워크로드를 처리합니다. 이 기술은 비용 효과적인 메모리 공간으로 많은 양의 작업 로드를 처리합니다. 

Cisco UCS B200 M2는 단순성, 성능 및 밀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프로덕션 수준의 가상화와 기타 메인스

트림 데이터 센터의 작업 로드를 지원합니다. 

표 2는 Cisco UCS B-Series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요약입니다. 

표 2. 주요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통합 패브릭 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스위치 및 케이블의 수를 줄여

TCO를 절감합니다. 

서비스 프로파일 지원 •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고 서버를 프로비저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 정책을 포함합니다. 

• 필요한 수작업 단계와 사람에 의한 실수 가능성을 줄여 서버 정책의 일관성과 응집력을 

강화합니다. 

• 서버와 지원 인프라의 프로비저닝 작업이 기존에 몇 일 걸리던 것에서 이제 몇 분 내로 

가능해짐으로써 IT 부서의 업무 중심이 유지보수에서 전략적 과제로 전환됩니다. 

자동 감지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Cisco UCS 

Manager가 블레이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구성합니다. 

시스코 확장 메모리 기술 • Cisco UCS B250 M2는 최대 384GB의 DDR3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  메모리 공간을 크게 증가시켜 성능과 용량이 확장되므로 까다로운 가상화와 대량 데이터 집합 

워크로드도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  가상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의 통합 비율이 높아 서버 수가 줄어들고 라이센스 비용이 절약됩니다. 

•  더 고가의 고밀도 DIMM 대신 더욱 작은 밀도의 DIMM을 사용할 수 있어 메모리 공간 비용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2가지 블레이드 제공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메모리 및 I/O 대역폭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메자닌 어댑터 가상화된 환경에 적합한 유연성, 늘어난 성능, 업계 표준과의 호환성 및 네트워크 정책과의 

응집력을 제공합니다. 

핫스왑 가능한 SAS 

드라이브 

•  각 블레이드는 로컬 스토리지에서 최대 2개의 전면 액세스 핫스왑 가능 드라이브를 지원하여 

리던던시형 옵션과 편리한 정비 환경을 제공합니다. 

•  가격과 용량에 중점을 둔 10,000RPM 드라이브와 성능에 중점을 둔 15,000RPM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4 / 6 페이지

 

 

 

내장 RAID 0 및 1 지원 추가 비용 없이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Intel Xeon Series 5600 

멀티코어 프로세서 

•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프로세서 성능을 조절하고 사용량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지능적으로 조절합니다. 

•  Cisco UCS B200 M2는 최대 96 GB의 DDR3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이전 세대 Intel Xeon 기반 

2소켓 절반폭 블레이드 서버와 비교하여 메모리가 50% 증가했습니다. 

Intel Intelligent Power 

기술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가능한 최저 전력 상태로 자동 전환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Intel 차세대 가상화 기술 동급 최고의 가상화 성능, 탁월한 확장성, 강화된 유연성 및 단순화된 서버 관리를 지원합니다. 

광범위한 모니터링 • 각 블레이드에 광범위한 환경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임계값을 사용하여 블레이드의 환경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는 시스코 통합 컴퓨팅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통합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Cisco UCS Manager, UCS 6100 Series 패브릭 인터커넥트, UCS 5100 Series 

블레이드 서버 섀시 및 UCS 2100 Series 패브릭 확장기가 필요합니다. 

표 3은 Cisco UCS B-Series 사양에 대한 요약입니다. 표 4는 규제 표준 준수사항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표 3. 제품 사양 

항목 사양 

프로세서 • Intel Xeon Series 5600 프로세서 1개 또는 2개 

•  Cisco UCS B250 M2 프로세서의 다양한 선택권: Intel Xeon X5680, X5670, X5650, E5640, E5620 

•  Cisco UCS B200 M2 프로세서의 다양한 선택권: Intel Xeon X5670, X5650, E5640, E5620, L5640, E5506 

메모리 •  Cisco UCS B200 M2당 DIMM 슬롯 최대 12개 

•  Cisco UCS B250 M2당 DIMM 슬롯 최대 48개 

•  DDR3 레지스터형 DIMM 지원 

•  DDR3 저전압 DIMM 지원 

메자닌 어댑터 

슬롯 

•  Cisco UCS B200 M2당 1개 

•  Cisco UCS B250 M2당 1개 또는 2개 

메자닌 어댑터 

유형 

•  Cisco UCS 82598KR-10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어댑터: 

•  Cisco UCS M71KR-Q QLogic 통합 네트워크 어댑터 

•  Cisco UCS M71KR-E Emulex 통합 네트워크 어댑터 

•  Cisco UCS M81KR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하드 드라이브 블레이드당 최대 2개의 전면 액세스, 핫스왑 가능한 2.5인치 SAS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옵션 

•  73GB SAS, 15,000rpm 

•  146GB SAS, 10,000rpm 

관리 Cisco UCS Manager가 Cisco UCS 6100 Series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통해 관리 

작동 온도 50~95°F(10~35°C) 

비작동 온도 -40~149°F(-40~65°C) 

작동 습도 5 ~ 93% 비응축 

비작동 습도 5 ~ 93% 비응축 

작동 고도 0 ~ 10,000피트(0 ~ 3,000m), 최대 주변 온도는 300m마다 1°C씩 감소 

비작동 고도 40.000피트(1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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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규정 준수 정보: 안전 및 EMC 

사양 내용 

규정 준수 규제 지침 2004/108/EC 및 2006/108/EC에 규정된 CE 마크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안전 • UL 60950-1 

• CAN/CSA-C22.2 No. 60950-1 

• EN 60950-1 

• IEC 60950-1 

• AS/NZS 60950-1 

• GB4943 

EMC: 전자파 방출 • 47CFR Part 15 (CFR 47) Class A 

• AS/NZS CISPR22 Class A 

• CISPR2 2 Class A 

• EN55022 Class A 

• ICES003 Class A 

• VCCI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KN22 Class A 

• CNS13438 Class A 

EMC: 전자파 내성 • EN50082-1 

• EN61000-6-1 

• EN55024 

• CISPR24 

• EN300386 

• KN 61000-4 Series 

주문 정보 

이 섹션에서는 본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구성요소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를 위해 시스코 주문 툴(Cisco Ordering Tool)로 가는 링크와 부품 번호

를 알려줍니다(표 5). 

주문을 하시려면 시스코 주문 홈 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소프트웨어는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 5. 주문 정보 

제품명 부품 번호 

Cisco UCS B200 M2 블레이드 서버 N20-B6625-1 

Cisco UCS B250 M2 블레이드 서버 N20-B6625-2 

보증 정보 

보증 정보는 Cisco.com 제품 보증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서비스 

시스코와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시스코 파트너는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통합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통합 컴퓨팅 서비스(Cisco Unified 

Computing Services)는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고객의 비즈니

스 요구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본 내용과 기타 시스코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dc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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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코인가? 

시스코는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를 위한 확고한 기술 혁신을 제공해온 오랜 경

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업계 주도적 리더로 구성된 폭넓은 파트너 생태 시스템을 기반으로 표준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통합 컴퓨팅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제품 

분류를 전체 데이터 센터 범위로 확장시킵니다. 세계 최대 전문 기술 제공업체 중 하나인 시스코는 통합 컴퓨팅

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리소스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280/index.html을 

참조하거나 해당 지역 시스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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