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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연구 

전체 요약 

First Wind 
● 에너지 
● 매사추세츠 보스턴 

비즈니스 과제 
● 원격 위치에서 사람 및 재산 보호 
● IT 관리 단순화 
● 운영 비용 최소화 

네트워크 솔루션 
● Cisco Video Surveillance 및 Cisco Physical 

Access Control을 사용한 중앙 집중식 물리적 
보안 시스템 관리 

● Cisco Connected Grid 스위치 및 라우터를 
사용하는 모든 변전소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네트워크 

비즈니스 성과 
●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사고 
감지  

● 출장 감소를 통한 투자 비용 회수 
● 사무실 및 변전소를 위한 단일 네트워크 
플랫폼에 맞춰 표준화 

 

물리적 사이트 및 변전소 네트워크를 보안하는 
에너지 회사 

 

First Wind는 IP 기반 비디오 감시, 물리적 출입 통제, 연결된 그리드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비즈니스 과제 
First Wind는 미국에서 공익사업급 풍력 프로젝트의 개발, 금융 지원, 
건설, 소유권 및 운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풍력 에너지 
회사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First Wind는 
북동부, 서부, 하와이 등지에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대 534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총 736메가와트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대개 외딴 지역에 있는 풍력 발전소에서는 물리적인 보안 및 변전소 
자동화가 오래된 과제입니다. First Wind의 부사장 겸 CIO인 Keske 
Toyofuku는 “우리는 도난과 공공 기물 파손을 방지하고 사무실과 
변전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First Wind는 기존 시설에서 이미 다양한 물리적 출입 통제 시스템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출입 권한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IT 직원을 해당 위치로 파견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시설이 6개로 늘어나면서 중앙 집중식 관리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 실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에 있는 대형 풍력 발전소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도 차를 
타고 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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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회사는 사고 감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 카메라로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를 
원했습니다. 목표는 이 회사의 두 데이터 액세스 제어 센터에 있는 보안 관리자가 모든 사이트의 실시간 비디오를 
모니터링하고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현장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IP 기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특히 비디오 감시와 물리적 출입 통제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Toyofuku는 말합니다. 

원격 변전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환경 조건 때문에 견고한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irst Wind는 음성,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공익 기업과의 정보 공유에 각각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신 통합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얻는 효율성을 선호했습니다. 완벽하게도 이 회사의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변전소 자동화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관리 인터페이스 및 도구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루션 
First Wind는 Cisco® Physical Access Controls, Cisco Video Surveillance 및 Cisco Connected Grid 솔루션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Cisco 파트너인 ADT Security Services, Inc.는 First Wind의 본사, 영업 사무소 및 풍력 발전소에 Cisco Physical 
Security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First Wind는 Cisco Physical Access Control 솔루션을 사용하여 외부로 통하는 문, 
변전소 문 그리고 밤 늦게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일하는 연구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합니다. 문은 항상 잠겨 있으며 
권한이 있는 직원이 근접 리더기 앞에 카드를 댈 때만 열립니다. Cisco와 다른 공급업체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문 
근처와 창고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안전 지침에 대한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PTZ(Pan-Tilt-Zoom) 컨트롤이 있는 카메라가 모든 건물의 외부를 모니터링합니다. ADT는 공공 기물을 파손하려는 
시도와 같은 사고를 포착하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터빈 자체에도 PTZ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ADT Security 
Services의 Chris Schwegel은 “한 풍력 발전소에서는 PTZ 컨트롤이 설치된 두 대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250피트 
높이의 TV 방송탑 위에서 건물을 모니터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Cisco 881 Integrated Services Router가 카메라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므로 작동자는 어디서나 브라우저를 통해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P 기반 솔루션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시도를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Schwegel은 덧붙입니다. 

 

Cisco Video Surveillance Manager 및 Cisco Physical Access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First Wind 직원은 
어디서나 모든 카메라로부터 물리적 출입 통제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Cisco Video 
Surveillance와 Cisco Physical Access Control 제품이 연동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Toyofuku는 

“Cisco Video Surveillance 및 Cisco Physical Access Manager는 당사 
풍력 발전소의 물리적 보안을 단순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 Keske Toyofuku, First Wind, 부사장 겸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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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건물 출입 기록을 비디오와 신속하게 연결함으로써 특정 시간에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First Wind는 Cisco 파트너 LookingPoint에 Cisco Connected Grid 스위치 및 
Cisco Connected Grid 라우터 구축을 의뢰했습니다. “Cisco Connected Grid 라우터 및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변전소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및 도구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실에 Cisco 스위치와 라우터에 맞춘 표준화를 구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Toyofuku는 말합니다. Cisco 
Connected Grid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한 첫 번째 풍력 발전소는 오아후 섬에 위치한 카후쿠에 있습니다. Cisco 
Connected Grid 스위치는 Cisco IP Video Surveillance Camera 및 물리적 출입 통제 게이트웨이에 PoE(Power over 
Ethernet)를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는 회사 사무소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 어디서나 무선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직원이 스마트폰과 랩톱 같은 무선 장치로 연결하든 유선 장치로 연결하든 관계없이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를 통해 인증합니다”라고 Toyofuku는 말합니다.   

Cisco Physical Security 솔루션 외에도 First Wind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Series를 사용하고, 출장 없이 사무실 간 대면 협업을 위해 데스크톱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결과 

단순해진 물리적 보안 
이제 데이터 액세스 제어 센터에 있는 First Wind 보안 직원은 Cisco Video Surveillance Manager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실시간 및 녹화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52인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재생되어 8곳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직원은 각 위치에 있는 Cisco Physical Access Control 시스템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Video Surveillance 및 Cisco Physical Access Manager는 우리의 풍력 발전소에서 물리적 보안을 
간소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라고 Toyofuku는 말합니다.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 
Cisco Connected Grid 스위치 및 라우터가 기업 IP 네트워크를 변전소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보안 
애플리케이션, 변전소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및 음성에 단 하나의 네트워크만 필요합니다. First Wind는 음성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를 사용하며, Cisco Unified IP Phone을 원격 변전소에 제공하여 마치 본사에 있는 
직원들을 연결하는 것처럼 손쉽게 먼 곳에 있는 직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 절감 
Cisco Physical Security 솔루션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항공료, 엔지니어 직원 시간 등의 출장 
비용을 없앰으로써 이미 충분한 투자 회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장비 문제를 
해결하고 장비를 재구성하여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First Wind의 매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Connected Grid 라우터 및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변전소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및 도구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실에서 Cisco 스위치와 라우터에 
맞춘 표준화를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 Keske Toyofuku, First Wind, 부사장 겸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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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nnected Grid 솔루션은 변전소 자동화를 위한 선행 비용도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Cisco 
Connected Grid 스위치와 두 개의 Connected Grid 라우터만 가지고 운영을 지원하면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리던던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Toyofuku는 말합니다. “스위치와 라우터가 Cisco IOS® Software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 또한 더욱 간단해졌으며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도구를 배우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술 구현 
First Wind는 Cisco ASA 5500 Series Adaptive Security Appliance를 
Cisco Connected Grid 스위치 및 Connected Grid 라우터와 함께 
사용하여 기업 네트워크와 변전소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LookingPoint의 수석 네트워크 설계자인 Sean Barr는 “Cisco ASA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의 트래픽도 
격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Cisco ASA Adaptive Security Appliance 및 
Cisco IPS 4240 Sensor Appliance는 이벤트 상관 관계(event 
correlation)용 CS-MARS(Cisco Security Monitoring, Analysis, and 
Response System)에 이례적인 동작을 보고합니다.  

추가 정보 
Cisco Physical Security Syste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physec 

Cisco Connected Grid Syste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smart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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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목록 

물리적 보안 
● Cisco Video Surveillance Manager 
● Cisco Video Surveillance IP Camera 
● Cisco Physical Access Control 

Connected Grid 
● Cisco 2520 Connected Grid Switches 
● Cisco 2010 Connected Grid Routers 
보안 
● Cisco ASA 5510 Adaptive Security Appliance 
● Cisco IPS 4240 Sensor Appliance 
● Cisco Security Monitoring, Analysis, and 

Response System 
● Cisco Access Control System 
무선 
● Cisco Wireless WAN Controller 
● Cisco Wireless Control System 
● Cisco Aironet® Wireless Acces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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