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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다음 표에는 이 데모의 요구 사항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필수 옵션 

• 노트북 • Cisco AnyConnect 

 

이 솔루션에 대해 
 

Workload Optimizer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요구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Workload Optimizer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읽기 전용 환경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프라까지 전체 IT스택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모든 정책을 고려하여 실제 전체 자원의 근거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동, 자동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의 비용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전략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자원 관리(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이하 ARM)기능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데모는 AppDynamics의 통합 기능과 Docker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데모를 

소개합니다. Workload Optimizer과 AppDynamics을 함께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성능 메트릭을 사용하여 결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IT 인프라에서 보다 정확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여 크리티컬 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인스턴트 데모는 다음의 대상이 설정된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가 제공됩니다.  

데모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AD-Financial-Lite-ACI: 

● VMware 에서 VM 내의 Docker 에서 실행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분산 되어있는 23 개의 컨테이너 

● Cisco ACI 에 연결된 Cisco UCS-C220-M5 에서실행되는 VMware ESXi 호스트 

● Pure Storage Flash Array M10 R2 에서제공하는 스토리지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있다 AppDynamics SaaS 컨트롤러 

Cisco HyperFlex 클러스터: 

● Cisco UCS 6296UP 와 HX220c HyperFlex 노드, 그리고 UCS Manager 

● VMware ESXi 6.7 와 vCenter 6.7 

다양한 AWS 계정 

참고: 이것은 물리적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공유 환경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쓰기의 시점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 환경이기 때문에 대상을 추가하거나 Workload 
Optimizer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용자의 환경을 해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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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다음 단계에 따라 콘텐츠의 션을 예약하고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설정합니다.  

1. 카탈로그(Catalog)를 클릭하여 사이드 바에서 인스턴트 데모(Instant Demo)를 선택합니다. 이제 모든 dCloud 

인스턴트 데모가 나열됩니다. 

2. 해당 뷰(View)버튼을 클릭합니다. 

 
 

3. 표시된 화면에서 데모 세션의 고유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브라우저 탭을 닫지 마십시오.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고유 한 사용자 ID와 8 자리 고유 세션 암호 

• 카운트 다운 타이머 

•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이 정보를 클립 보드에 복사합니다. 

4. 여기(HERE)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여 탭을 Workload Optimizer에 로그인합니다.  

5. 스킵 (SKIP)을 클릭하여 투어 팝업을 닫습니다. 

참고: 카탈로그 검색 (Search Catalog) 상자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데모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Workload Optimizer UI에 로그인이 3 시간 후에 닫혀 UI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dCloud 데모 
카탈로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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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개요 
 

 

공급망(Supply Chain)의 자동 감지 및 스티칭 

1.  Workload Optimizer을 시작하면 홈페이지가 먼저 표시됩니다. 메인 하이브리드(HYBRID), 사이드 탐색 메뉴,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감지 및 스티칭의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이 자산 전체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API를 

통해 쉽게 구현이 된 에이전트리스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망 일부 요소에 활성 장치의 개수 및 보류중인 엑션 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가치 제안: 이 시나리오의 목적은 Workload Optimizer 기능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차별화된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Workload Optimizer이 애플리케이션 자원 관리 (ARM)에 의해 인프라를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하는 예방 조치를 강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 환경 설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치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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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다음의 세 가지 뷰가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Hybrid) 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모두에 걸쳐 보류 모든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프레미스(On-Prem) 뷰: 프라이빗 환경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이기 때문에 공급망은 

클라우드 엔티티가 포함되지 않고, 프라이빗의 엔티티 만 표시됩니다. 

• 클라우드(Cloud) 뷰: 클라우드 환경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류중인 액션, 클라우드 계정의 

비용 별 목록 사용중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위치, 비용 견적 및 기타 비용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화면 상단에서 온-프레미스(On-Prem) 뷰를 클릭하여 프라이빗 환경만을 선택합니다. 그에 따라 공급망의 그림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엔티티의 유형 및 개수 등) 

 

 

5. 공급망의 그림을 실제로 조작해 보고, 호스트(Host), 호스트 목록(LIST OF HOST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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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7. 클라우드 (CLOUD)를 클릭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만을 선택합니다. 그에 따라 공급망의 뷰가 변화한 것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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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을 통해 혼잡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의 달성 

1. 홈페이지에서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 위젯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을 

표시합니다. 

2. 액션은 카테고리별로 필터링할 모든 엑션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엑션 수행시 효과를 표시하고 선택한 클러스터의 전후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3. 검색(Search)을 클릭합니다.  

4. 클러스터(Clusters)를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Workload Optimizer을 처음 로그인하면 환경의 하이브리드 뷰 (기본 뷰)가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에 표시되는 그림은 공급망입니다. 이것은 사용중인 환경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호스트는 물론 컨테이너와 포드, VM 가상 인프라, 그리고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물리적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표시됩니다. 

 

Workload Optimizer 설치 후 약 1 시간 이내에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인프라 스택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계층에서의 상태와 수, 계층 간 자원 교류 및 각 계층의 실제 액션 수가 표시됩니다. 환경 전반에 걸쳐 이러한 가시성이 
있는 것 자체가 인프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은 API를 통해 자동으로 에이전트없이 실행됩니다. 

 

Workload Optimizer 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자산 전체를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Workload Optimizer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비롯하여 지원하는 컨테이너, VM 플랫폼 기반이 되는 호스트, 스토리지, 
IaaS 계층까지 애플리케이션 스택의 모든 계층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산 전체에서 작동합니다. 

참고: 표시된 예제에서는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권장하는 엑션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엑션 
수는 세션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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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ybridCloud\HybridCloud을클릭합니다. 

6. 호스트설정을 최적화하여 개선(Hosts Optimized Improvements)그래프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설정을 최적화하여 개선(Hosts Optimized Improvements)그래프는 선택한 클러스터의 현재와 엑션 후(After 
Actions)가 표시됩니다. 

액션 후(After Actions) 그래프를 통해 CPU의 피크와 메모리의 피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강조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현재의 환경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모든 권장 리소스로 변경이 실행된 경우에 예상되는 리소스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CPU와 메모리 사용량의 차이에 주의하십시오. 각 세션마다 그래프 사이의 차이도 다릅니다. 

 

참고: OS와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경우 화면의 이 부분을 확대하여 보십시오. Mac에서는 트랙 패드에서 리버스 핀치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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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패널에서 다음과 같이합니다. 

8. 액션을 모두 표시(Show all... Actions)을 클릭합니다. 액션의 수는 세션마다 다릅니다. 

9. 검색(Search) 필드에 Move를 입력하고 기다립니다. 

10. 다음과 같은 이동(Move) 액션이 나타날 때까지 페이지를 스크롤합니다. 자세히 보기(Show More)을 클릭하면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예제는CPU 혼잡 성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이동(Move)액션입니다. 

11. 검색(Search) 필드에 Scale up을 입력하고 기다립니다. 

12. 다음과 같은 스케일업(Scaleup)이 표시될 때까지 페이지를 스크롤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세히 보기(Show More)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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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상 메모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장되는 확장 엑션입니다. (열기하려면 확장 엑션의 옆을 클릭합니다.) 

액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 적용(APPLY SELECTED)를 클릭하면 엑션을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엑션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14.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 패널을 닫습니다. 

가치 제안: 

 

혼잡을 방지하는 조치: 

 

수요는 항상 변동 및 이동하는 혼잡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그림은 전형적인 스택이며, 혼잡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그 위험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유의점은 정체의 위험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Workload Optimizer에서는 자동화가 사용됩니다. 자동화를 통해 정체는 (위험으로 표시되기 전에) 
방지됩니다. 그러나 데모에서는 혼잡이 발생하는 위치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동화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데모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 및 최적화된 상태의 비교 

- 권장 조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클러스터의 현재 상태와 모든 액션이 실행된 후 최적화된 상태와 비교가 표시됩니다. 

 

왼쪽이 불량한 상태에서 오른쪽이 양호한 상태로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 서론: 자신의 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Workload Optimizer에는 전체 환경 상태 (메인 하이브리드 뷰를 표시) 이외에 다음 [174] 보류중인 작업 (Pending 
Actions)이 표시되어 현재의 환경을 바람직한 상태로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션은 성능, 효율성, 준수 관련 (성능과 효율성의 액션을 표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자동화가 
꺼져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강조하면 (a) 환경을 실행하는 바람직한 상태 (b) 거기에 도달하기위한 모든 조치 (c) 자동화를 활성화해야 행동에 
확신을 가질 경우의 3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급망의 그림은 정체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그 위험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a. 수요는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 어렵습니다. 

b.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혼잡을 방지하는 것은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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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자원 관리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합니다. 

1.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Business Application)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2.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목록(LIST OF BUSINESS APPLICATIONS)를 클릭합니다.  

3. AD-Financial-Lite-ACI를 클릭합니다. 

 

공급망의 그림이 업데이트되어 환경 내의 모든 다른 레이어에 걸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서비스 
엔티티가 표시됩니다. 

알기 쉬운 비유:  

 

화재 전에 연기가 발생시킬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를 통해 모든 
노이즈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액션을 모두 적용하여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정체 위험이 해소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보장됩니다. 

 

정리: 

 

여기까지 봐 온 것은 모두 정상 작동 중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모에서는 자동화를 해제합니다. 

 

Workload Optimizer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읽기 전용 환경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프라까지 IT 스택 전체를 시각화 합니다. 

 

모든 정책을 고려하여 스택 전체에서 자원의 장단점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동, 자동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VMware (또는 DRS)는 이미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VMware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는 경우, DRS는 무엇을 할 것인가?  

로드 밸런싱을 유지하고 임시 변통의 대응을 하지만 로드 밸런싱을 계속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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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급망을 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엔티티를 클릭하면 공급망 그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Workload Optimizer 환경의 여러 계층에 걸쳐 가시성을 제공하고 선택한 엔터티의 공급망 

뷰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4. 응용프로그램 서버(Application Server)의 원형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가상 머신, 호스트, 
스토리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애플리케이션 서버 전체에 제시된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의 원형의 중앙 선택시에 흑색 처리됩니다.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패널에서 다음과 같이합니다. 

 

6. 모든 액션 보기 (Show all... Actions)을 클릭합니다.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 페이지에서 다음 진행하여 "빨강" 내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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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션의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8. 완료되면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 페이지를 닫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서버(Application Server)페이지에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9. 응용프로그램 서버의 여러 자원(Application Server Multiple Resources)패널을 표시합니다. 

그래프 내에 응답시간(Response Time)(파란색선) 및 힙(Heap)(분홍색선)의 값이 표시됩니다. 이 값이 액션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프 피크 값을 포함합니다. 

10. 기본(Default)을 클릭한 다음 지난 30 일(Last 30Days)를 선택합니다. 

11. 응답시간(Response Time)을 클릭합니다. 

12. 힙피크(Heappeak)를 클릭합니다. 

13.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클릭합니다. 

14.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의 원형의 중앙 선택시에 흑색 처리됩니다.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합니다. 

15. 모든 액션 보기(Show all... Actions)을 클릭합니다.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 페이지에서 다음 "빨강" 내용을 표시합니다. 

16. 액션의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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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료되면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페이지를 닫습니다. 

상황: 사용자의 앱이 느려 지고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고 모두가 문제를 진단하기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전략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스토리지가 느리지 만" "네트워크 문제지만" 등등 그러는 사이에도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폭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스택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Workload Optimizer를 통해 분석 전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정확한 이름을 대화 주제로 
묻고 답하는 것만으로 좋은 방향이 될 것 입니다.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Business Applications)로 이동하거나, 검색 (Search)>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Business Applications)로 이동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그림에서 AD-Financial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Business Application) 보기] 

 

- 인프라 팀이 VM의 메모리 크기를 20 GB에서 10 GB로 축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팀은 15 GB의 Java 힙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정하지 못하고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Workload Optimizer으로 힙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프라 팀은 Workload 
Optimizer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그림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App Server)보기에서 힙 크기 변경 작업 (Heap Resize Action) 보기] 

 

인프라 팀은 VM의 메모리 크기를 10 GB까지 축소하고 싶어하는지 알려줍니다. 

 

[공급망의 그림에서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s)보기에서 VM의 크기 변경 작업 (VM Resize Action) 보기]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피크 힙의 절반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힙 크기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그림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Business Application) 또는 AD-Financial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App Server)보기에서, 여러 자원 (Multiple Resources) 그래프와 응답 시간 (Response Time) 및 힙 사용률 (Heap 
utilization)의 피크 값 표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가상 머신에 존재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VM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Docker 컨테이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최소 메모리 요구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VM의 크기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VM의 크기를 확장하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Workload Optimizer는 포드, VM, 클라우드 인스턴스 등, 어느 것이라도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힙의 크기와 VM의 크기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Workload Optimizer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를 파악하여 VM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도 VM을 힙보다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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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의 크기 변경 작업 (VM Resize Action)을 표시: 온-프라미스 (ON-PREM)을 클릭한 다음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에서 XX 스케일링 액션 (XX Scaling Actions) 클릭] 

 

VM을 확장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Workload Optimizer 새 호스트를 프로비저닝 할 것을 권장합니다. 크기를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트 프로비저닝 작업 (Provision Host Action)을 표시: 온-프라미스 (ON-PREM)를 클릭> 보류중인 엑션(Pending 
Actions)에서 XX의 시작 / 구매 액션 (XX Start / Buy Actions )을 클릭] 

 

 

정리: 

Workload Optimizer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위험을 제거하고 혼잡을 피할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Workload 
Optimizer는 무엇이든 손상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Workload Optimizer의 핵심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접근이며, 발생한 문제를 
감지하는 도구와 다른 점입니다. 

 

JVM 힙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최소 메모리 요구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Java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VM에는 JVM 힙에 대응하기위한 충분한 메모리가 필요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리 부족 오류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데모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목적은 Workload Optimizer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와 인프라의 공급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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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최적화 

 

클라우드로의 전환 계획의 설정 
이 섹션에서는 가상 머신 그룹의 프라이빗 환경에서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평가하는 계획을 작성합니다. 

1.   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을 클릭합니다. 

3. 새 계획(NEW PLAN)을 클릭합니다. 

플랜유형 선택(Select Plan Type)목록에서 다음 진행합니다.  

4. 클라우드로 전환(Migrate to Cloud)를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Workload Optimizer는 프라이빗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 또는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시뮬레이션 하는 특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데 적합한 템플릿 
(가장 적절한 컴퓨팅 리소스)와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클라우드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여 프라이빗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분의 인스턴스 
(Reserved Instances, 이하 RI)로 전환하는 것이 프라이빗 워크로드 분석에 의해 감지되면 RI 템플릿으로의 전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RI의 추가 용량 구매가 권장됩니다. 

 

계획의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되는 비용을 제시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위한 작업을 나타냅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템플릿을 특정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구입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보장을 모두 제공합니다.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최적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현재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Workload Optimizer에서 계산된 최적화 된, 비용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분의 인스턴스 (RI)의 가격 설정의 후보를 특정하고 그 작업을 RI 인스턴스로 실행한 경우의 비용 이점을 나타냅니다. 

RI의 용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해야 하는 RI와 그 지역을 확인합니다.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17/40 

랩가이드 

Cisco dCloud 

 

 

5. 내 그룹(My Groups)을 클릭합니다. 

6. 클라우드 후보(Cloud Candidates)확인란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후보(Cloud Candidates)는Windows 10를 실행하는 가상 머신 그룹입니다. 

7. 다음: 마이그레이션 할 위치(Next: WHERE TO MIGRATE)를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대상은 다음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 (Providers): 공급자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상은 소정의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자의 
계정입니다. Workload Optimizer에 의해 사용중인 퍼블릭 클라우드 계정을 호스팅하는 모든 공급자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공급자 중 하나로 전환하거나 계획에 의해 모든 공급자 선택하거나 선택합니다. 

리전 (Regions): Workload Optimizer를 통해 클라우드 계정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모든 리전이 감지됩니다. 위치 결정을 
하나의 지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Group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호스팅 되는 VM 그룹의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데이터 센터 그룹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그레이션 된 워크로드를 해당 그룹에 배치하도록 계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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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W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설정 스킵(SKIP TO 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이 데모)이 마이그레이션 계획에서는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Licensing)탭에서 기본 OS 프로필을 덮어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프로필은 Workload Optimizer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의 대상에 배치할 때 각 워크로드의 OS를 어떻게 

매핑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OS를 제공하는 VM 템플릿 선택 방법 및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결과에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1. 라이센스(Licensing)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센스(Licensing)탭을 열 때, 소스 OS와 대상 OS 일치(Match source OS to target OS)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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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OS와 대상 OS 일치(Match source OS to target OS):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와 같은 OS를 유지합니다. 
Workload Optimizer가 마이그레이션되는 워크로드의 배치를 계산할 때 워크로드에 있는 것과 같은OS를 제공하는 
템플릿 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워크로드가 특정 OS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2. 자신의 라이센스를 사용 (BYOL(Bring your own license))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라이센스를 사용(BYOL(Bring your own license)): 소스 OS와 대상 OS를 일치(Match source OS to target 
OS)와 동일하지만, 계획에 의한 클라우드에 배치 비용 계산에 OS 라이센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정의 OS(Custom OS)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OS(Custom OS): 나열되는 OS의 유형에 대해 마이그레이션 할 VM을 선택한 OS에 매핑합니다. OS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inux: Linux 의 오픈소스 배포판. 이 전환은 Workload Optimizer 는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무상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Linux 플랫폼을 제공하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OS 라이센스가 무료임을 전제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BYOL 입니다. 

• RHEL: Red Hat Enterprise Linux 

• SLES: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 Windows: Microsoft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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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OS(Custom OS)에서 매핑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라이센스를 사용(BYOL(Bring your own license))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활성화하면 Workload Optimizer는 OS 라이선스 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의 결과에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 라이선스 비용을 얻을 
계획의 결과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라이센스를 사용(BYOL(Bring your own license))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 엑션을 합니다. 

4. 제출(Submit)을 클릭합니다. 

5. 실행(RUN)을 클릭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립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의 결과를 표시하는 
 

계획을 실행한 후 결과를 표시하여 마이그레이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결과는 
클라우드(Cloud)   섹션과 온-프레미스(On-Prem) 섹션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그레이션 
전체적인 효과 (클라우드에 배치 비용 및 온-프레미스 환경의 비용 절감 모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Cloud)섹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Workload Optimizer는 계획 실행시에 
VM을 검사하고 호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결정합니다. 종종 계획은 오버 프로비저닝 된 VM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VM을 현재의 할당과 일치하는 템플릿으로 
전환하면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VM을 호스트하는 데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클라우드의 결과에 VM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VM의 컴퓨팅 비용이 표시됩니다. 

 

1. 클라우드 비용 비교(Cloud Cost Comparison)의 표를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에서 VM의 컴퓨팅 비용이 
표시됩니다. 다음 마이그레이션 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 할당 계획(Allocation Plan)열에는 현재 프라이빗 자원 할당을 지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VM의 컴퓨팅 
비용과 저장 비용이 표시됩니다. 

• 소비 계획 (Consumption Plan) 열에는 계획을 통해 VM 자원 할당을 최적화한 후 VM의 컴퓨팅 비용이 
표시됩니다. 이는 클라우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컴퓨팅 할당을 사용하는 
배치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 마이그레이션 된 VM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컴퓨팅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이 표시됩니다. 

• 차등 (Difference) 및 % 열에는 할당 계획과 소비 계획의 결과의 차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의 열 소비 비용의 계산의 영향을 받는 워크로드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2. 클라우드 비용 비교 (Cloud Cost Comparison) 테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과 비용도 표시됩니다. 

• 성능 위험이 있는 워크로드 (Workloads with performance risks)은 QoS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위의 VM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수를 나타냅니다. 

• 효율 기회가 있는 워크로드 (Workloads with efficiency opportunities)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거나 비용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VM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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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형 컴퓨팅 비용 (On-Demand Compute Cost)은 워크로드를 확장하지 않는 경우 (할당 계획)과 워크로드를 
확장한 경우 (소비 계획)의 마이그레이션하는 VM의 수요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비용은 필요에 따라 OS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결과는 이주 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 만 반영됩니다. 

• 예약된 컴퓨팅 비용 (Reserved Compute Cost)이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기위한 RI의 구입 비용, 보증금 및 
예약 기간에 걸쳐 매달 요금을 나타냅니다. 이 비용은 VM이 RI 자원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주문형 데이터베이스 비용 (On-Demand Database Cost)은 주문형 가격이 적용되는 범위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냅니다. 

• 예약된 데이터베이스 비용 (Reserved Database Cost)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확장하지 않는 경우 (할당 
계획)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확장한 경우 (소비 계획)의 비용을 나타냅니다. 

• 스토리지 비용 (Storage Cost)은 대상 스토리지 비용을 나타냅니다. 워크로드가 대상의 경우 워크로드에 
연결된 볼륨의 비용입니다. 스토리지가 대상의 경우 대상 범위의 모든 연결된 볼륨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볼륨의 비용입니다. 

• 총 비용 (Total Cost)]은 범위의 다양한 비용의 합계입니다. 
 

유형별 클라우드 템플릿 요약(Cloud Template Summary by Type)는 계획 이행에 권장하는 템플릿 유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는 각 템플릿의 수와 각각의 템플릿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비용의 
명세를 확인하려면 차트의 하단에 있는 변경을 표시(Show Changes)을 클릭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템플릿이 프라이빗 
VM에 할당되고 소비 계획은 Workload Optimizer 해당 VM의 RI 추천 여부가 표시됩니다. 

 

 

 

 

참고: 계획을 통해 여분의 인스턴스(RI)로 동작 가능한 워크로드가 특정됩니다. RI는 주문형 비해 크게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RI 후보를 특정하기 위해 Workload Optimizer는 워크로드의 역사 (기본적으로 과거 21일 기준)에서 
다음을 고려합니다. 

 

워크로드의 활동: 워크로드의 vCPU 사용률이 0보다 크면, Workload Optimizer에 의해 활성 워크로드로 간주됩니다. 

 

워크로드의 안정성: 지난 기간 동안 VM의 시작, 중지 또는 크기 변경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Workload Optimizer에 
의해 안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I 인벤토리 (AWS 만): AWS 환경에서 Workload Optimizer는 RI의 후보를 현재 RI 자원의 인벤토리 및 바람직한 RI 
범위와 비교합니다. 인벤토리가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Workload Optimizer는 AWS RI 후보로 간주됩니다. 
인벤토리가 워크로드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면 RI 범위를 초과할 경우 Workload Optimizer가 RI의 용량 구입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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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계층 명세서 (Volume Tier Breakdown). 이 차트는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스토리지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각 
스토리지 계층에서 지원하는 워크로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를 확인하려면 차트의 하단에 있는 변경을 
표시(Show Changes)을 클릭합니다. 구체적으로, 디스크 ID 저장 이름, 크기, 링크 된 VM 계층 이름 및 매월 비용이 
표시됩니다. 

 

권장 RI 구매(Recommended RI Purchases). 이 차트는 최소의 비용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를 권장하는 RI의 
항목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표시(Show all)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표시됩니다. 

• 예비 인스턴스(Reserved Instances): 구매 RI 

• 플랫폼(Platform): 그 RI의 OS 

• 관련된 워크로드(Related WORKLOAD): Workload Optimizer가 RI를 권장하는 VM 

• 위치(Location): RI 클라우드 계정의 지역 

• RI 비용(RI Cost): 3 년간의 구매를 전제로 한 계획의 RI 계산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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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On-Prem) 섹션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호스트 설정을 최적화하여 개선(Hosts Optimized Improvements) 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전후의 스냅 샷을 통해 온-
프레미스 환경과 비교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통해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의 리소스 사용률이 표시됩니다. 모든 온-
프레미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모든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되었음으로 보고되는 워크로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의한 자원 개요(Resource Summary by Count)는 현재 환경의 상태와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한 후 실현되는 
상태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이 차트는 환경의 VM 사용률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있는 VM에이 인덱스가 큰 경우 
해당 VM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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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대상 추가 
 
이 시나리오에서는 분석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실제로 만들지 않고 쉽게 추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데모 
환경은 공유 설정되었습니다. 
 

1. 설정(Settings)>타겟팅 설정(Target 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에이전트리스 기술을 통해 설정이 용이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설정할 때 모든 기초인 하이퍼바이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먼저 설정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상설정(Target Configurations)페이지에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2. 새 대상(NEW TARGET)를 클릭합니다. 

3. 대상 카테고리 선택(Choose Target Category) 패널에서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를 클릭합니다. 

4. 대상유형 선택(Choose Target Type) 패널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참고: 환경 설정이 데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설정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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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 세부 사항을 환경에 추가하려면 vCenter 대상 추가(Add vCenter Target)마법사를 잠깐 표시합니다. 

6. 설정 추가(Add Configuration)창을 닫습니다. 

7. 대상 설정(Target Configurations) 페이지에서 vCenter 대상 추가(Add vCenter Target)마법사에서 추가된 환경이 
어떻게 이 화면에 표시되고 Workload Optimizer이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하여 표시됩니다. 새 대상 환경 만든 
후 약 20분 후에 대시 보드에 표시되어 가상화 된 공급망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이미 표시 되어있을 것입니다.) 
 

8. 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0분 뒤에 감지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트워크 내의 각 요소의 발견 

• 요소 간의 상호 종속성 감지 

• 요소 간의 제약의 발견 

• 물리적 자산 및 가상 사용자 사이의 자원 흐름의 파악 

• 고 가용성, 안티 선호도 규칙 클러스터의 경계 고려 

 
모든 요소가 감지되면 Workload Optimizer 엔진은 감지된 정보에 따라 행동과 판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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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4.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특정 엔티티 그룹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시 보드를 생성하여 사용자 정의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시 보드를 만들 때 비공개로 하거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 보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범위 우선: 모든 차트가 동일한 환경 범위를 가리키는 대시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계정의 비용에 주목 한 대시 보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대시 보드에 위젯을 추가할 때 모두 동일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우선: 사용자 환경의 모든 항목 그룹에 대한 단일 유형의 데이터를 우선으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위젯의 범위를 다른 클라우드 지역 또는 영역에 설정하여 대시 보드의 각 위젯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별 비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 보드의 위젯에 범위 또는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여 모든 조직과 항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정의 대시 보드를 만듭니다. 시나리오에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고객의 관심에 따라 대시 보드 
위젯을 증감하여 숫자를 변경하고 괜찮습니다. 
 

1.  을 클릭합니다. 

2. 새 대시 보드 (NEW DASHBOARD)를 클릭합니다.   

3. 대시보드 이름(Dashboard Name)필드에서 대시 보드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추가하고 
번호를 삭제합니다). 

 

 

위젯 추가 

1. 위젯 추가(+ADD WIDGET)를 클릭합니다. 

2.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상태 및 세부(Status and Details)패널을 표시합니다. 

3. 헬스(Health)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4.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참고: Workload Optimizer 환경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 정의 대시 보드가 이미 표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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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링차트(RING CHART) 위젯을 클릭합니다. 

6. 엔터티 타입(Entity Type)을 드롭 다운에서 가상머신(Virtual Machines)을 선택합니다. 

7. 미리보기 업데이트(Update Preview)를 클릭합니다. 

8. 저장(SAVE)를 클릭합니다. 

9. 사이징 도구를 사용하여 위젯 크기 변경을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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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유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차트 유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0.   을 클릭합니다. 

11. 편집(Edit)을 클릭합니다. 

 

12. 편집(Edit)을 클릭합니다. 

13. 차트 유형 변경(CHANGE CHART TYPE)를 클릭합니다. 

14.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15. 수평 바(Horizontal Bar)를 클릭합니다. 

16. 엔터티 타입(Entity Type)드롭 다운에서 가상머신(Virtual Machines)을 선택합니다. 

17. 미리보기 업데이트(UPDATE PREVIEW)를 클릭합니다. 

18. 저장(SAVE)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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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위젯 추가 

1. 위젯 추가(+ADD WIDGET)를 클릭합니다. 

2. 용량 및 사용(Capacity and Usage)를 클릭합니다. 

3. 엔터티 타입(Entity Type)드롭 다운 목록에서 디스크 어레이(Disk Arrays)를 선택합니다. 

4. 상품(Commodity) 드롭 다운 목록에서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Storage Provisioned), 스토리지(Storage Amount) 
및 스토리지 지연(Storage Latency)의 3가지를 모두 선택합니다. 

5. 미리보기 업데이트(UPDATE PREVIEW)를 클릭합니다. 

6. 저장(SAVE)를 클릭합니다. 

7. 용량 및 사용(Capacity and Usage) 위젯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8. 위젯의 위치 변경을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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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위젯 추가 

1. 위젯 추가(+ADD WIDGET)를 클릭합니다. 

2. 상위 사용률(Top Utilized)를 클릭합니다. 

3. 글로벌환경 (Global Environment (Scope not supported, click to change)) 빨간색 링크를 클릭합니다. 

4. 범위선택(Select Scope) 창에서 그룹(GROUPS)을 클릭합니다. 

5. 검색(Search) 필드에 Hosts를 입력합니다. 

6. 검색 결과목록에서 모든 온-프레미스 호스트(All On-prem Hosts)를 클릭합니다. 

7. 엔터티 유형(ENTITY TYPE)드롭 다운 목록에서 호스트(Hosts)를 선택합니다. 

8. 상품(COMMODITY)드롭 다운 목록에서 프로비저닝 된 CPU(CPU Provisioned) 및 프로비저닝 된 메모리(Memory 
Provisioned)를 모두 선택합니다.  

9. 저장(SAVE)를 클릭합니다. 

10. 완료 한 대시 보드를 확인합니다. 

11. 편집(Edit)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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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시 보드를 모든 사용자 (All Users)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표시합니다. 

13. 대시 보드 편집 (Edit Dashboard)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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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여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평가하는 
 
이 시나리오의 목적은 Workload Optimizer를 사용하여 Cisco UCS M5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하드웨어 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데모는 리소스 제약을 겪고 있는 고객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미리 준비된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고객이 워크로드를 평가하고 이를 처리하는 최적의 M5 구성을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계획 수립 및 실행 
이 섹션에서는 기존의 환경에서 8 개의 호스트를 Cisco HX220 M5 호스트로 교체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1.  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검색(Search)을 클릭합니다. 

3. 그룹(Groups)을 클릭합니다. 

4. 검색...(Search...) 필드에 UCS를 입력합니다. 

5. 필터링 된 목록에서 UCS C220 M4s를 선택합니다. 

참고: 계획 작성 기간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고객 데모 전에 선행 계획을 만들고, 미리 실행 한 계획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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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색...(Search...) 필드에 UCS를 입력합니다. 

7. 하드웨어 업데이트(Hardware Refresh)를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좋은 방법은 사이드 메뉴에서 계획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워크 플로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특정 계획을 생성하기 전에 공급망에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34/40 

랩가이드 

Cisco dCloud 

 

 

 

호스트의 대체 (Replace Hosts) 패널에서 다음 엑션을 합니다. 

8. 모두 선택...(Select all...)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다음: 대체 대상 호스트 (NEXT: Replace Hosts With)를 클릭합니다. 

10. 대체 대상 호스트 (Replace Hosts With) 패널에서 다음 엑션을 합니다. 

11. 페이지를 스크롤합니다. 

12. Cisco UCS HX220 M5 Entry1을 선택합니다. 
 
이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경이 데모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하드웨어 템플릿을 검색하려면 검색 상자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설정으로 건너 뛰기 (SKIP TO CONFIGURATION)를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계획 요약 계산 (Calculating Plan Summary) 알림 창에 표시되는 동안 Workload Optimizer는 현재 공급 
프로필을 삭제하고 단일 템플릿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VM은 해당 프로필에 배치됩니다. 이때 Workload Optimizer는 5 
개 서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Cisco UCS M5 하드웨어에 필요한 서버 수를 계산합니다. 

계획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또는 고객과 자신의 이름을 포함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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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행(RUN)을 클릭합니다. 

15. 계획의 실행에는 몇 분이 걸립니다. 완료되면 계획의 개요를 확인하고 이 계획의 구현에 필요한 투자와 계획에 

따라 대체 호스트, VM, CPU, 메모리, 스토리지 용량, 호스트 밀도, 스토리지 밀도의 고민하여야 합니다. 

 

16. 아래로 스크롤하여 계획의 결과에 포함된 메트릭을 보여줍니다.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36/40 

랩가이드 

Cisco dCloud 

 

 

시간과 고객의 관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합니다. 

17. 계획 조치 (Plan Actions)을 클릭하여 이러한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표시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개별 항목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18. 계획의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합니다. 

 

19.  을 클릭합니다. 

20. 계획 옵션 (Plan Options) 드롭 다운에서 플랜 삭제 (Delete pla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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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6. 인프라 자원관리 자동화 
 

이 시나리오에서는 Workload Optimizer를 사용하여 자동화 정책 및 배치 정책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다음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엑션의 자동화: 자동으로 실행하거나 수동으로 실행하거나 조치를 권장하는 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액션의 오케스트레이션: Workload Optimizer가 직접 엑션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오케스트레이터에 지시를 수행할 

것인지, 또는 액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지시하여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분석 설정: Workload Optimizer의 상태의 분석에 영향을 주는 설정. 다음과 같은 설정이 포함됩니다. 

 

• VM에서 HA를 활성화하고 호스트에서 하이퍼스레딩의 무시 등의 조작상의 제약 

•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량 등의 사용량 제한 

• 크기 변경 단위 

• 애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 

 

자동화 정책은 환경의 특정 범위에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개발 클러스터의 모든 VM 마이그레이션 및 크기 

변경을 자동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의 특정 범위의 엔터티를 대상으로 통제된 방식으로 

엑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정책 
1. 설정(Settings)>정책(Policies)을 클릭합니다. 

2. 새 자동화 정책(+NEW AUTOMATION POLICY)을 클릭하여 자동화 정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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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유형 선택(Select policy type) 패널에서 호스트(Hosts)를 클릭합니다. 

4. 엑션의 자동화(ACTION AUTOMATION)를 확장합니다. 

5. 액션 추가(+ADD ACTION)을 클릭하여 마이그레이션 중에 자동화가 가능한 엑션을 표시합니다. 

6. 엑션 유형 선택(Select actions type)드롭 다운 목록에서 프로비저닝(Provision)을 선택합니다. 

 

 

7. 추천(Recommend)의 드롭 다운 목록에서 자동(Automated)를 선택합니다. 

8. 액션 오케스트레이션(ACTION ORCHESTRATION)를 확장합니다. 

9. 액션 오케스트레이션 추가(+ADD ACTION ORCHESTRATION)를 클릭합니다. 

10. 엑션유형 선택(Select actions type)드롭 다운 목록에서 프로비저닝(Provision)을 선택합니다. 

11. 실행(EXECUTION)의 드롭 다운 목록에서 액션스크립트 실행(Run ActionScrip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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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장 및 적용(SAVE AND APPLY)은 클릭하지 않고 호스트정책 설정(Configure Host Policy)패널을 닫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활동과 정책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배치 정책의 이해 
 

1. 새 배치 정책(+NEW PLACEMENT POLICY)을 클릭합니다. 

 

2. 정책이름(POLICYNAME) 필드에 Migration을 입력합니다. 

드롭 다운에서 같은 항목을 선택하면 물리머신(Physical Machine)에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배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3. 위치(PLACE) 드롭 다운 목록에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선택합니다. 

4. 배치(ON) 드롭 다운 목록에서 호스트(Hosts)를 선택합니다. 

5. 호스트 그룹 선택(+SELECT GROUP OFHOSTS)를 클릭합니다. 

6. 호스트그룹 선택(Select Group of Hosts)패널에서 어떤 그룹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VM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주목을 촉진합니다. 

가치 제안: UCSD 워크 플로우를 사용하여 새 하드웨어 환경에 추가된 경우에 그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외부 
오케스트레이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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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SELECT)를 클릭합니다. 

8. 정책 저장(SAVE POLICY)은 클릭하지 않고 새 정책 만들기(Create a new policy)패널을 닫습니다. 

 
 

다음 필요한 엑션 
 
Workload Optimizater와 AppDynamics을 함께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성능 메트릭을 사용하여 결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IT 인프라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여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ACI with AppDynamics v1 데모를 실행하십시오. 
 
Cisco HyperFlex 관리를 실행중인 Workload Optimizer을 확인하려면 다음 데모를 실행합니다. 

Cisco HyperFlex 4.0 in Action v1 

https://dcloud-cms.cisco.com/demo/cisco-hyperflex-4-0-in-action-v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