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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12일, 시스코가 탄생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스코 30년 역사의 절반을 함께해온 저로서는 뿌듯한 마음과 동시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

운 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스코는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라우터에 

스위치를 더하고,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더해 전화기와 비디오 시장을 새롭게 넓혔고, 데이터센터와 IoT를 위한 솔루션들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네트워크 기업에서 IT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시스코 경영진의 선견지명을 이야기하지만, 존 챔버스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아이

디어는 고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민하여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내는 게 시스코의 오늘을 만들어온 가장 큰 

힘 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스코 30년의 고민이 만들어낸 신선하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들이 여러분의 2015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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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rend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언제나 Active한 데이터센터  

시스코 코리아 빅데이터 플랫폼 스페셜리스트         조윤환 부장        

2014년은 IT 재난 복구센터 구축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이 오갔던 한 해였습니다. 고객 환

경과 요구 사항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아키텍처 중 Cisco가 이야기하는 Active-Active(이하 A-A) 

형태의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과 현실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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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스코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텍사스 알란 데이터센터를 오픈하였으 

며, 이곳은 차세대 데이터센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데이터센터의 운영과 구축을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시스코 

IT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시스코는 알란 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센터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리처드슨 데이터센터와 함께 구성된 Active-Active 

Data Center(이하 AADC) 아키텍처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센터 간의 데이터 복제와 장애시 복구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AADC를 위한 고려 

사항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AADC는 단일 계층의 기술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AADC를 위해서는 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아키텍처가 필수입니다. 하나의 DB서버를 센터 간 A-A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복제부터 고려하면, 일단 스토리지 레벨에서 Sync모드로 동작하면서 DR센터에서도 read/write가 지원되는  

EMC VPLEX, Hitachi AGD(Active Global Device), NepApp Metro Cluster 등이 이미 시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I /O만 A-A로 해주면 DB가 고객이 원하는 RTO(Recovery Time Objective), RPO(Recovery Point Objective) 

기반으로 동작할까요?  

많은 벤더가 A-A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일 벤더, 단일 계층에 대한 A-A 모드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A-A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리지가 A-A모드면, 두 센터 상의 서버도 A-A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간에는 

볼륨 및 파일시스템도 공유 모드여야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도 parallel 모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두 센터의 분산된 서버 간에 HA/cluster 구성, 또는 서버 간 Data 

interconnect를 위한 L2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고속 연결성과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다양한 경로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스코는 이 각 계층을 위한 전문 파트너 기술과 시스코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Metro 

Virtual Data Center(이하 MVDC)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알란 데이터센터와 리차드슨 

데이터센터 역시 MVDC 모델을 토대로 구성되어, 시스코 고객과 내부 직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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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ADC 구성을 위한 각 계층 별 요구 기술 

둘, 효과적인 구성·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보다,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끊기지 않고 서비스되느냐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관점에서의 AADC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구성과 관리는 

IT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획팀, 활용하는 마케팅팀, 

판매하는 세일즈팀, 그리고 구현하는 개발팀 등 다양한 

팀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은 

물론, 운영 관리를 위한 각 서비스의 우선순위 역시 이들 

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경우 이 부분을 각 부서의 책임자가 모여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IT 부서는 협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려 사항을 기준으로 몇 가지 표준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서버 중심이 아닌 업무 서비스 중심으로 IT 

자원들을 그루핑하고 표준 아키텍처에 매핑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셋, 역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AADC 구성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원거리에 있는 두 

센터의 물리/가상 서버 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때 서비스에 대한 절체 및 이동 과정을 각 

서버가 아닌 서비스 관점에서 정의해야 하고, 이동 후 

기존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중심의 기존 SDN(Software Defined 

Network)의 개념을 넘어서, ACI(Application Centric Infra-

structure)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정책 기반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CI는 센터 간에 이동 및 

복구를 수행했을 때, 서비스가 어느 센터, 어느 환경에서 

제공되더라도 정책에 기반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절체 후 DB instance가 기동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업무 서비스를 구성하는 

속성들로 구성된 정책(서버들 간의 연결성, 보안 정책, 

스토리지 연결성 등)을 자동 적용함으로써 이동 및 복구 

시간을 단축하고, 관리 상의 누락으로 인한 서비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코리아는 지난 11월에 ‘Cisco Active-Active Datacenter’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발표 내용 중 Oracle, EMC 등 시스코의 주요 파트너 세션에 절반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 있는 AADC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아우르는 큰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스코는 자체 솔루션 및 업계 최고의 

파트너 솔루션과 최적화된 연동을 통하여 검증된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이미 시스코 IT를 

통해 구현되었고, 현재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코 알란 데이터센터를 설계한 Douglas Alger는 데이터센터 기술을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많은 

고민을 통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시스코의 경험과 검증된 모델이 

여러분의 데이터센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ecurity  
2014년 보안을 뜨겁게 달군 재미있는 이야기들  

시스코 코리아 보안 스페셜리스트               정관진 부장  

끊임없는 보안위협의 증가로 보안전문가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위협

은 무엇이었고, 과거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스코에서 발간하는 <보안 위협 동향리포트>를 통

해 2014년 주요 보안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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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만 건의 웹 접속 요청  

9억 3천만 건의 E-mail  

2십만 개의 IP 주소 평판  

40만 비정상 트래픽 샘플  

3천 3백만 파일  

2천 8백만 네트워크 접속  

 

위의 숫자는 전세계에서 시스코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통해 

매일 확인되는 정보들의 규모입니다. 시스코는 이렇게 수집된 

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공격 패턴의 변화와 주요 위협에 대한 

보안 리포트를 일년에 두 차례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4년 보안 리포트에서는 지난 한 해의 새로운 보안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의 패러다임 변화 
 

시스코에서는 최근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의 주요결과를 연례 보안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자산규모 4조 달러 이상, 2013년 수익이 3천억 달러가 넘는 다국적 대기업 16곳의 트래픽을 수집,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악성트래픽을 연결짓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2014년 관찰한 고객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쿼리의 약 70%가 자동으로 도메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DDNS 

(Dynamic Do-main Name Service)에 대해 DNS 쿼리를 실행했습니다.  

둘째, 트래픽의 90% 이상이 악성코드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와 통신했습니다. 

셋째, 40% 이상이 IPsec, VPN, SSL VPN, SSH, SFTP, FTPS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관련된 사이트 및 도메인에 

대해 DNS 요청을 전송했습니다.  
 

위 세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DNS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비정상적인 형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요청이 정말 정상적인 요청인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90% 이상의 고객이 악성코드 웹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은 많은 이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거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악성 코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된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런 통신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재된 사용자에 의한 악성코드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업 내부로 침투할 것이며, 쉽게 탐지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인프라를 위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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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공격의 패턴이 달라진다 
 

첫 번째,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공격  

많은 보안 관련 사건들이 크게 알려지면서 기업 내 보안 정책과 

보안 시스템의 규모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격도 

그와 함께 다양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을 위해 

외부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허용된 

웹을 통한 위협이 몇 년 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웹을 통한 

감염방식으로는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바 

(Java)를 이용한 것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그 중 대부분의 

단말이 최신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1.6)을 사용하면서 해커들의 

공격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웹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Adobe Reader와 동영상 

플레이어로 사용되는 Flash도 주요 공격 대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미 노출된 

공격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스코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약점을 조사한 결과, 

2,528개의 신규 취약점 경고가 게시됐으며, 이 중 실제적인 공격활동은 1%(28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워드파일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바, 어도비 플래쉬, 워드프레스, 스트럿 등이었습니

다. 이는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이 같은 취약점 해결에 우선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2014년 중기 어플리케이션 감염 점유율  

두 번째, 스팸 메일의 증가  

이외에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로, 스팸량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월 2천억 

건을 초과했고 한국은 모니터링한 다른 국가에 비해 스팸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5%에서 14%로 증가했는데,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는 악성코드가 스팸과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국가별 스팸량 트랜드 



 

2014년 보안을 뜨겁게 달군 재미있는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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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서비스 단말기를 통한 기업 네트워크 공격  

새롭게 증가하는 위협 중 하나가 리테일 사업자들이 체인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POS(Point of Sale) 시스템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소매 업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POS를 통한 공격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POS 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이유는 POS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려는 범죄자의 진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oT(Internet of Things)의 연결 환경을 기반으로 

IoE(Internet of Everything)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자동차에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까지 무엇이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해커들의 공격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DDoS가 가정의 인터넷 공유기를 통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 이러한 공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다양화와 서비스 민첩성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성이 IT를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면에 보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 보안 연결을 통한 공격  

최근 보도되었던 OpenSSL의 취약점은 SSL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시스템으로부터 메모리 정보를 읽어들일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그는 Heartbleed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정보를 통해 비밀키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널리 구현된 다수의 SSL시스템이 모든 

사용자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오래전부터 안전한 거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웹 사이트에서 

자물쇠 모양을 확인하라고 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아무리 

보안에 경계를 기울이고 많은 보안 장치를 갖추더라도 통제 불가능한 취약점으로 인해 심각한 보안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보안 공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체계적 보안 확립 : 보안의 프로세스화  

100% 완벽한 보안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변화함에 따라 인프라 환경은 점점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많은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인트별 보안 프로세스 자체를 

간소화하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화된 솔루션으로 전문성있는 보안 기능을 구성함으로써  

다단계 보안시스템을 통해 방어층을 두껍게 구성하여 해커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 없으며, 체계적인 보안과 다단계 방어층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시성의 부재는 

보편적으로 보안 위협이 숨어있는 곳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시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별해내고, 예측 분석을 통한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각 보안솔루션들의 연관성을 통해 위협 탐지의 속도와 민첩성, 

대응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보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왔지만, 완벽한 보안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안이 강화될수록 공격도 그에 맞추어 

강해진다는 사실을 2014년 보안 트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보안 담당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신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도 보안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저희 시스코에서 발간하는 보안 연례 보고서 및 중기 

보고서로 급변하는 보안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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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ed Services Platform   

요즘 통신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SDN 및 NFV솔루션 구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ETSI의 표준 MANO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ESP(Evolved Services Platform)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스코 NFV 아키텍처의 지휘자, ESP를 소개합니다 

시스코 코리아 SP 컨설던트        김  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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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션! 

음악 시간에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우리들에게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즘 IT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SDN 및 NFV를 이야기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왜 SDN과 NFV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매하고, 구축이 완료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 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DN과 NFV를 활용하면 앞의 모든 과정을 수시간 또는 수분 

만에 완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오케스트레이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성합니다.  

기존의 인프라 중심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 옛 말입니다. 이제 

고객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 보안 , 비디오 ,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솔루션이 결합된 서비스를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방식으 

로 제공하기에는 시간과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NFV가 관심을  모으 

고 있고, 오케스트레이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 스 코 는  통 신 사 업 자 의  SDN/NFV 서 비 스 를  위 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Evolved Services Platform(이하 ES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 EPN(Evolved Programmable 

Network)을 통해서 제공되는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NFV 

서비스, 프로그래밍을 통한 네트워크 제어, IP와 Optical의 통합 

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ESP를  통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volved Service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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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새로운 모델로 변화하는 핵심이 되는 ESP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ETSI에서 제시한 표준 아키텍처 지원  

      통신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모델을 고려할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업계 표준을 기반으로 구성된                                  

      솔루션인지,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얼마나 쉽게 제공해 주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벤더에 종속된 솔루션은 유연성 면에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스코의 ESP는 국제표준기구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NFV에서 규정하는 MANO 표준   

      구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ESP오케스트레이션은 MANO에서 정의한 각각의 기능 블록과 동일하게 크게  

      세 개의 주요 기능 블록(NFV-O, VNF-M, VIM)을 포함하고 있으며, OpenStack/ VMWARE 및 Network Controller 를  

       VIM(Virtual Infrastructure Manager)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 블록 간의 연동 포인트로 REST, Netconf/Yang과 같은 개방형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타 벤더의 네트워크 자원(물리적 자원, 가상화된 자원) 및 솔루션을 쉽게 연동함으로써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의 핵심 요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둘, 서비스 요청에서 모니터링까지!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아키텍처  

      NFV로 구현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 비디오, 콜라보레이션 등 아주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통신사업자의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청, 처리,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이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먼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 장비군에 몇 가지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고객 쪽   설정이 이루어지면 이 서비스가 사업자 네트워크(IP 및 Optical 네트워크 포함)에서 서비스 계약에 맞게 품질을    

      제공하도록 QoE (Quality of Experience)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게 되지요.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클라우드에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 기능들을 구성하고, 서비스 체이닝을 통해 여러 서비스 

      가 유연하게 연동되도록 설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코의 ESP 오케스트레이션은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편리하게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비디오, 콜라보레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구성하고 빠르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셋, WAN 오케스트레이션  

      NFV 서비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정적인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WAN 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ESP는 시스코 WAN Automation Engine(이하 WAE)라는 제품으로 WAN 제어, 관리를 위한 핵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AE는 트래픽 증가 및 장애 발생에 따른 네트워크의 영향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여 네트워크의 위험요소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방형 API를 통해 제공되어 타 벤더의 네트워크 장비의 제어 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왜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야기하는지,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어떤 기능을 구성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스코는 SDN/NFV 기술이 사업자의 서비스 모델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모델에서 오케스트레이션에 이르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네트워크로 업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친절한 가이더, 시스코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Data Center 

데이터센터 내에는 많은 조직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것과 고민해야 할 문

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비스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

니다. 시스코 ACI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아키텍처로 데이터센터 서비스와 운영을 위한 새로

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데이터센터를 춤추게 하라! ACI 기반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시스코 코리아 데이터센터 컨설턴트      최우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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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현재 IT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프로세스]  

데이터센터, IT 역량에 대한 고민에 빠지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비즈니스 민첩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IT기술 대부분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비즈니스 민첩성은 IT 부서의 역량과 밀접해졌습니다. IT 

역량이란 바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전통적인 데이터센터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제공할 

만큼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가 긴밀하지 못합니다. IT 부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IT 개별 부서 

전체에 걸쳐 복잡한 구성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보다 , IT 인프라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센터는 어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모델, 어플리케이션 정책이 물리 및 가상화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통합하는 모델, 실시간 가시성과 탁월한 성능 및 확장성을 갖춘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CI, 데이터센터를 춤추게 하라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로 시스코는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이하 ACI)를 지난해 업계에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ACI 아키텍처는 기존 데이터센터 아키텍처와 다른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ACI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춰 물리환경과 가상환경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센터 내의 복잡성을 줄이고, 어플리케이션 배포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CI 아키텍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어플리케이션 정책 프로파일을 통해 데이터센터 각각의 IT팀이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관리하던 정책을 단순화하고, 통합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현을 위한 

모든 동작 방식을 메타파일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의 USIM 칩과 같아서 하드웨어가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정보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관리하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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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그림2- APIC 기반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모델과 장점 ]  

ACI, IT 조직을 춤추게 하라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ACI 운영의 핵심에는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이하 APIC)라는 컨트롤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APIC는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위한 모든 자원 (네트워크, 네트워크서비스  

방화벽, 로드밸런싱, 어플리케이션 등)을 정책을 통해 자유롭게  

생성·삭제·연동할 수 있는 단일화된 관리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보안 팀으로 분리, 운영되던 

인터페이스는 APIC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앞서 소개해 드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든 부서가 함께 정의합니다. 이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속성에 따른 프로파일 구성만으로도 네트워크 구성 

정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 준비가 완료되면, APIC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이용해 필요한 인프라 자원과 

서비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여 , 인프라 구성과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간을 날짜 단위에서 분 단위로 크게 단축하고 

단순화합니다. 고급 네트워크 기술이나 가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공통 

플랫폼을 통해 구성한 자원 정보와 프로파일이 있다면 쉽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CI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센터 운영 모델입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모두 염두에 둔 ACI 모델은 소규모 엔터프라이즈 배포에서 멀티 데이터센터로,  

그리고 다시 데이터센터에 전체에 걸쳐 완벽한 워크로드 기반의 이동성을 갖춘 대규모 보안 멀티태넌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ACI는 일반 기업, 서비스 사업자에 관계없이 데이터센터 또는 

클라우드 배포를 민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 기반 인프라로 탈바꿈시킵니다.  
 

ACI는 어플리케이션 배포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운영 모델을 제공하므로, IT의 힘을 재정의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데이터센터를 ACI의 오케스트레이션 연주를 통해 춤추게 

하십시오. 

[그림3- APIC 기반의 데이터센터 공통 운영 플랫폼 ]  



Collaboration  

팀 단위의 비즈니스에서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성을 위해 많은 소통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통을 위한 비즈니스 전문 툴은 오히려 복잡하거나, 폐쇄적이어서 비즈니스의 속도

를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시스코는 ‘경계 없는 협업’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Collaboration 제품들

을 출시하였습니다. 그 중 Project Squared는 모든 사람들이 열린 소통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차세대 광장 ‘Project Squared’를 소개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광장 ‘Project Squared’ 

시스코 코리아 콜라보레이션 스페셜리스트    허용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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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는 지난 몇 년간 기업의 협업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Tandberg 이후 Collaborate.com, Assemblage 등의 기업들을 인수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협업 툴의 플랫폼을 하드웨어 기반에서 PC ,모바일 그리고 웹으로 인프라도 클라우드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혁신의 결과로 올 한해 SX시리즈, MX시리즈, IX5000과 같은 영상회의 솔루션을 발표했으며 Collabora-

tion Meeting Room, Jabber, Jabber Guest, Intelligent Proximity 와 함께 이번 기사의 주제인 ‘Project Squared’까지 Collab-

oration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Project Squared’ 베일을 벗다  
 

2014년 11월 17일 미국 LA에서 열린 Cisco Collaboration Summit 2014에서 Project Squared는 시스코 협업 솔루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Rowan Trollope의 데모를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Project Squared(이하 Squared)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팀단위 업무를 위한 광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owan은 엔드 포인트에 역점을 둔 

지금까지의 협업 솔루션들과 달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가 한 자리에(Room) 모여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협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차원이 다른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으로 Squared를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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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Cisco Systems Korea Ltd. 

경계 없는 협업  
 

최근 기업 내 직원만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위한 도구는 

여전히 메일과 전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협업을 하려고 

해도 메일은 비실시간적인 메세지 교환이며, 

전화는 일대일인 경우가 많아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quared는 

이러한 업무 환경과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하는 솔루션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 협력업체, 고객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서로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함께 업무를 공유하고, 진행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광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Squared의 남다른 협업 환경은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Squared는 시스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Squared를 위한 인프라 없이도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롭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으로    

        준비 끝!!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자신이 속한 팀과 프로젝트의 이슈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Squared는 디바이스나 OS로부터 자유롭습니다.  

        PC, Mac, iOS, Android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프로젝트룸을 만들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완벽히 동기화가 되며,  커뮤니케이션 중 디바이스를  

        바꾸더라도 업무를 끊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 사람을 배려하는 ‘Easy to Use’ 인터페이스  

        Squared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의 습관과 행동 방식에 자연스럽게 기능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라도 초대하여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UX를 통하여  

        누구나 간단하게 ‘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채팅과 자료를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회의는 기본 기능입니다.  

넷, 무료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Squared는 강력한 기능과 편리한 사용을 통해 경계없는 협업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세대 기업용 협업 환경입  

        니다. 좋아보여서 비쌀것 같다구요?  

        아닙니다!! 별도의 비용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www.projectsquared.com에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가지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메세지와 자료는 안전하게 암호화 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필요 없답니다.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구조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 

는 것입니다. Squared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인프라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도 되며,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광장으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무료로 즐겨 보십시오.  

직접 사용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Squared만의 진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경계 없는 광장에서 함께!!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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