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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열광하는 애플의 ‘iPhone’과 모바일 OS인 ‘iOS‘는 모두에게 익숙한 상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브랜드의 상표권이 시스코에 있고, 시스코의 동의 하에 애플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말, 전세계 2만 명이 넘는 시스코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최대 핫이슈는 애플의 팀쿡과 시스코의 존챔버스 회장이 현장에서 양사 간 협력을   

발표한 것입니다. 과거 양사는 상표를 공유하면서 협력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협력

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발 초기부터 고객의 소리를 같이 듣고 양사의 개발자가 함께 솔루

션을 개발하여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시스코는 더 나은 삶과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성공을 위한 고객 업무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그 가운데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기술이 생활이 되게 하는 중심에 여러분과 시스코가 함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성 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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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rend  
재미있는 사회공학 기반의 보안 체계화 

시스코 코리아 금융 전문 컨설턴트     맹지선 이사 

다양하고 치밀해진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보안 체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안 체계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국의 2위 손해보험 회사인 게이코의 이메일 보안 체계화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단순히 솔루션의 기능과  

특징 위주가 아닌 내부 조직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조직에 가장 최적화된 보안 체계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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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년째를 맞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책임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주

최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2015 2차 

CPO워크숍’이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 책임

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

리였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열린 시스코 GSX 라는 글로벌 행

사에서도 정보 유출과 보안 체계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대

두되었고, 시스코 전직원들에게 향후 가장 중요한 테마로 부

각된 것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정보 유출과 보안 체계화가 

트렌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편

입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P모건은행의 2014년 

해킹 사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이버공격을 통해 8천 300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JP모건은

행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킹 

피해 규모가 7천 600만 가구, 중소기업 700만 곳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계좌 보유

자가 대부분이나, 예전 계좌 보유자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나 모바일 사이트 방문 고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유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약 1,250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모두에게 알

려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보

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실제 원인은 내부 네트워크와 서버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은 보안이 필요한 전산 시스템에는 로그

인 이름과 암호뿐만 아니라 원타임패스워드(OTP)를 함께 입

력하도록 하는 ‘이중 암호(two factor authentication)’ 시스템

을 채택하고 있는데 JP모건체이스의 보안 담당팀은 네트워

크 서버 중 하나에 이중  암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채 운

영하고 있었습니다.  간과한 하나의 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해 

가입자 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고 하니, 유명세에 비해 사건

의 원인은 너무나 심플하여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시스템 미흡이나 정

교한 관리가 부족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체계나 직원 교육의 

미흡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ID 도용 리소스 센터(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 이하 ITRC) 에 따르면 정보유출의 원인 중 해

킹이 2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3rd PARTY 같

은 외주 협력 업체에 의한 유출이 15%이며 USB/디스크 등 

물리적 매체 유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연적 

유출 11.5%이고, 내부 직원의 무지로 인한 데이터 유출도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가 10.2%인 것과 비교하면 직원의 무지로 인한 유출도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14년 783건의 

데이터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전

년 대비 27.5% 증가한 상황으로 미국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3800079&spage=4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24800045&spag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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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최

근에는 또 한번 금융기관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고객 정보

를 유출시키거나 관리가 허술할 경우 과징금이나 처벌 수

위가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

부는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해당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징벌적’ 성격을 띄도록 하고, 정보유

출일 경우 손해산정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해 법정 손해

배상제도도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업무의 특성

상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정보를 개인자산으로 관리하여 따

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정보 유출 등 사고발생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이직도 

잦은 편이라서, 특정 법인 보험 대리점으로 대거 옮겨간다

면 고객정보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수의 설계

사들이 소속된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의 경우 효율적인 통

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 정부가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훨씬 일찍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표적입

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이 고의·중

과실 없음을 입증하고,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구제 범위

에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이 감당

하는 배상금은 매우 큽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유지하고 있

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

해는 제외되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

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 외에는 벌칙금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듯 국내와 다른 배상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도 매우 철저하고 창의적으

로 이뤄지는 편으로 국내 규제와 비교해볼 때 시사하는 바

가 큽니다. 

게이코의 사례를 보면서 ‘보안 체계화’ 라는 것은 단순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오히려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보안에 대한 인식을 아우르는 모든 것이 함께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오

케스트라 연주처럼 느꼈습니다. 이메일 보안을 도입할 경우 솔루션의 기능과 특징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의 

행동 패턴을 염두에 두는 방식이 매우 최적화된 활용 방안임을 게이코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온라인 산업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법 개정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보안체계화’를 고려해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의 자동차보험사

인 게이코(GEICO)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위 스테이트팜

(State Farm)에 이은 2위의 손해보험회사입니다.  

게이코에서는 초기에는 단순한 블랙/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발신지 차단을 통해 이메일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였으나, 사

업이 확장되면서 설계사/영업점 직원/협력사가 늘어나면서 

이메일 위협이 커져 악성 메일 발신지를 파악/차단하거나 첨

부파일 악성코드 검사를 강화하는 보안 전략을 수립합니다.  

시스코의 보안 컨설팅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게이코의 

보안팀은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독립설계사, 외부 직원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그룹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주안점

을 두었습니다. 그룹웨어를 통한 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교육만으로 잠재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게이코의 보안

팀이 단순히 이메일 보안 솔루션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학적 방법(Social Engineering) 기법을 도입하여 내부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행동 패턴을 교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부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

로 정상적인 메일로 가장한 악성 메일에 대한 대처 여부를 

행동 패턴으로 분석하고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

객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보상금을 문의하는 식으로 가장

한 메일을 부서별로 발송하여, 그 메일을 클릭한 직원이 있

다면 보안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블

랙/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발신지 차단만 적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높은 보안 효과를 가지고 내부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 방식을 교정하는 효과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메일 컨텐츠 필터링 적용과 이메일 본문 내 링

크된 악성코드 다운 유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일 법한 행

동 패턴(Behavior pattern)을 파악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잠재

적 피싱 사이트를 포함한 링크에 대한 탐지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Enterprise Networks 
전세계를 강타한 Meraki 돌풍, 이젠 한국에서도! 

시스코 코리아 Meraki 사업 개발 매니저      박문환 수석  

4 

Meraki는 명실상부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무선랜, 스위칭, 단말 등의 IT인프라 관리

라는 점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에게 명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Meraki 클라우드가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을까요? 

새로운 컨셉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다양한 양상을 거칩니다. 새로움에 대한 낯섦과 이질감이라는 반

응이 주류를 이루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해와 수용이  천천히 혹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클라우드 관리 기반의 네트

워킹 솔루션’으로 일컫는 Meraki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에게 Meraki 솔루션은 

Hardware + Cloud License로 구성되며 Meraki 장비들의 구성, 관리, 모니터링이 100%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드리면

선뜻 이해하시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고객들에게 Meraki를 설명할 때는 다소 과격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Meraki가 제공하는 것은 1,3,5년짜리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선스이며, AP나 Switch 등의 하드웨어 장비는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셋톱박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때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대략 정신이 멍해지는 경우, 혹은 단번에 이해하는 경우. 

 

SFDC와 같은 SaaS를 이미 경험해보신 경우에는 이런 컨셉을 빠르게 이해하는 편인데 반해, 하드웨어와 관리시스템을 on-promise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익숙한 많은 고객들은 아무래도 낯선 컨셉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Meraki 솔루션의 빼어난 점은, 고객의 초기반응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혹은 사용자의 이해도가 높건 낮건 간에 Meraki의 컨셉을 

증명하기가(이하 PoC) 아주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Meraki Cloud의 UI라고 할 수 있는 Dashboard를 통해 Meraki Cloud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시연해 드리면 Meraki Cloud의 실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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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Networks 

Meraki Cloud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은 한마디로 ‘무선랜을 포함한 Full Layer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입니다. 

우선 무선랜, 스위치, VPN 장비들에 대한 통상적인 구성과 관리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각각의 장비들에 대한 Controller나 Management System이 별도로 구성되고 이로 인한 관리와 모니

터링의 복잡성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eraki Cloud에서는 Clinet, WiFi, Switching, L3~7 Security 기능의 구성과 관리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각각의 

Client에 대한 보안정책/트래픽쉐이핑 구성에서부터 L7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보안정책까지 동일한 UI환경에서 두세 번의 마우

스 클릭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랜 기반의 부가서비스들, 즉 실시간 위치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Location Analytics 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Dashboard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1]  Meraki 대시보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정보들을 CSV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API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것은 Dashboard Demo 계정과 인터넷에 연결된 PC밖에 없습

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Dashboard Demo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용자의 실사용 환경에서도 

그대로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PoC나 BMT에서 시연된 성능이나 기능들이 실제 도입된 이후 실사용 환경에서는 제대로 구현

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Meraki의 경우에는 Demo를 통해 체험하는 기능과 서비스들이 모두 동일한 Me-

raki Cloud에서 구현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PoC/BMT와 실제 사용환경 간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Dashboard를 통해 고객들에게 Meraki Cloud의 실제 사용, 구성, 모니터링 방법을 시연하면, Meraki를 처음 소개받았

을 때 느꼈던 이질감과 낯섦은 대부분 쉽게 극복됩니다.  

 

확언하건대, Merak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새로움에 대한 이질감의 단계를 뛰어넘어 이해와 수용의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Cisco에 인수된 이후 불과 3년만에 10배의 매출증가를 이루었다는 점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Cloud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정서적 장벽이 큰 한국시장이기는 하지만, Meraki솔루션이 Cloud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이점

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의 main stream이 될 것입니다. 

 

Cloud는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Meraki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Data Center  
  시스코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시스코 코리아 데이터센터 스페셜리스트      최수영 수석  

6 

시스코는 새로운 장비나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가장 먼저 시스코 IT팀 내에서 도입하여 사례를 공유하곤 합니

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주요 기술들이 집약된 시스코 알랜 데이터센터는 현재도 많은 방문객들로 지

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통해 알랜 데이터센터가 관심을 받는 이유를 간략히 소개해드

립니다.  

최근 15년 사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기업 내 IT 환경을 변화시킨 중심에 인터넷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기술과 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들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기업 내에서만 활용되던 인트라넷

에서 인터넷으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예전에는 코로

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내 서비스의 일부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곳에 구성하여, 안전한 접속과 연결성을 보장하도록 시작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IT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데이터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에는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내에 주요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붐을 이루면서 기업이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케이스가 점 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성하고, 다양

한 IT 서비스를 센터 내에 구성하다 보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위한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기업들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스코도 늘어나는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구축 하는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센터와 신규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가상데이터센터로 구성하여 확장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전세계 데이터센터 아키텍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텍사스에 위치한 시스코 알랜 데이터센터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은 알랜 데이

터센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시스코는 지진, 해일, 토네이도의 영향이 거의 없는 미국 텍사스주 리차드슨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필

요해짐에 따라 50 킬로미터 거리의 알랜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주요 서비스들에 대하여 무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Active Active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적용하였습니다.  2011년 오픈한 알랜 데이터센터는 시스코 데이터센터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립니

다. UCS서버는 물론, ACI까지 적용하여 Cisco 최고의 기술과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Cisco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랜 데이터센터

는 오픈 이후 데이터센터 소개 및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꾸준히 방문하여 데이터센터에 대해 영감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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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랜 데이터센터는 그린 빌딩 인증 

프로그램인 LEEDs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의 

Gold 인증을 획득한 데이터센터입니

다. 그 만큼 많은 고민으로 설계되어

있고,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분들이 감동받는 몇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빌딩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빌딩을 둘러싸고 있는 방호벽이 시선을 사로 잡습니다.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데이터센터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할 것인데요. 두 번째로 유심히 살펴볼 것은 바로 지붕입

니다. 강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는 것도 놀랍지만, 지

붕 자체가 여러 겹으로 설계되어 데이터센터 내부 인프라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전력에 대한 부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전력원으로부터 10 Mw의 전력을 전체 데이터센터에 제공하

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데이터센터가 공급사의 문

제로 인한 단전에 대비하여 많은 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알랜 데이터센터는 환경을 고려하여 태양열 에너지원을 통해 400 Kw

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바퀴를 가진 네 개의 장치를 

통해 하나의 전력원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다른 전력원이 전체 전력을 

이관하는 동안 전력을 자가 생산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눈여결 볼 만한 포인트는 공조입니다.  

많은 장비들이 돌아가는 데이터센터 내에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알랜 데이터센터는 설계 시 뜨거운 공기

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는 공기 흐름의 성격을 이용하였

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랙의 뒷편에 작은 공기통을 설치하여 장비로 

부터 생성되는 뜨거운 공기는  높게 설계된 오픈된 천장으로 빨려 올

라가고, 장비 앞쪽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도록 구성하여 에너

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알랜 데이터 센터 홍보 사진이나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깔끔한 케이블링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비를 여러

대 구성하다 보면 케이블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기

존의 데이터센터는 바닥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그 위에 다시 한 층 높

인 바닥을 시공하여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알랜 데이터 센

터는 모든 케이블링을 위로 하도록 설계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두 개

의 전력원으로부터의 파워라인이 각 랙으로 두개씩 연결되어있습니

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자의 회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서, 패치를 통해 각 

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정교하고 짜

임새있는 설계라는 것이 투

어를 해 보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센터의 설비 외에도 앞서 언급드린 인프라 부분에

서도 알랜 데이터센터는 시스코 데이터센터 기술이 최적화된 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UCS를 통한 컴퓨팅과 인프라의 경계를 넘고, ACI

를 통해 물리와 가상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프라는 자

동화 솔루션을 통해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랜 데이터센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업계 화두인 

Active-Active Datacenter를 구현한 실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DR은 

화재, 침수 등의 재해 발생 시 DR 선언과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환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전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Active Active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DR과 달리 

DR 전환 절차 없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사용자와 데이터센터 간의 거리, 지연(latency) 그리고 서비

스 요구사항에 따라 Global Virtual DC(이하 GVDC), Regional Virtual DC

(이하 RVDC), Metro Virtual DC(이하 MVDC)의 3가지 분산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GVDC는 데이터센터를 전세계 주요 지역에 

분산 구성하여 WebEx와 같이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협업 서비스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키텍처입니

다. RVDC는 하나의 대륙 내에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방식으

로 지연에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과 인수합병에 따른 데이터센

터 연동 그리고 데이터센터 통합을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MVDC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두 개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여 지연에 

민감한 업무에 대하여 센터 간 분산 처리를 함으로써 확장성과 가용

성을 높이기 위한 아키텍처 입니다.  시스코의 리차드슨 데이터센터

와 알랜 데이터센터는 MVD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무중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데이터센터 아키텍트인 Douglas Alger의 저서에는 <The  Art of 

The Datacenter>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설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아우르는 예

술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예술의 완결체가 바로 시스코 텍사스의 알

랜 데이터센터입니다.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에게 차세대 데이터센터

의 모델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과 혁신

을 위해 오늘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스코의 알

랜 데이터센터를 방문,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디테일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알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림1]  시스코 Active-Active 데이터센터 구성 

http://www.ciscopress.com/authors/bio/03e7355e-c009-4820-9f0f-406e1d6e9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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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환경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시작하기가 망설여지신다구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코 스파크는 지금 당장!! 여러분을 새로운 협업의 세계로 안내하는 준비된 솔루션입니

다. 돈이 드냐구요? 아닙니다! 먼저 써보시고, 어떻게 투자할 지를 고민하면 된답니다.  

궁금하시지요? 그렇다면, 스파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솔루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팀 생산성 이야기(2) 

시스코 코리아 콜라보레이션 스페셜리스트   조익성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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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우리들이 처한 협업 환경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시스코 이야기를 살짝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 환경을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약 8년 전 2007년 1월 최초의 아이폰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국내에 출시되었지요. 

딱 6년 됐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개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죠. 

스마트폰 이전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협업 환경이 개인이 가진 협업에 대한 경험을 뛰어 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후에 기업은 언제나 개인이 가진 다양한 협업 환경에 대한 경험과 기대를 따라잡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서 ‘협업 환경에 대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원과 조직의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저희는 역전된 이 상황이 클라우드를 기점으로 다시 조직이 제공하는 경험이 일하는 개개인에게 기여하는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

니다. 실제로 시스코의 협업 포트폴리오에는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부터 가방 속의 태블릿, 책상 위의 데스크톱, 작은 회의실 큰 회의실까지 모든 디

바이스를 촘촘히 배치하고, 그 뒷단의 협업 시스템들까지 모든 환경을 아우르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스마트폰이 만능인 것 같지만, 여전히 PC가 팔리고 있고, 화상회의 장비가 팔리고 있고, 태블릿 마켓 또한 증감은 있지만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존재

하는 마켓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각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각각이 어떠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유

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고객 환경에 맞춰 왔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능 디바이스는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시스코의 존챔버스 회장은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No compromise collaboration’ 즉, 타협없는 협업 이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느 한 단말에 협업 환경이 구속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9 

Collaboration 

여기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솔루션의 최전방에 시스코는 스파크를 세웠습니다. 

스파크는 한마디로 매우 익숙한 형태의 간편하고도 유연하고 또한 연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채팅, 비디오, 문서공유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

반의 협업 툴입니다. 얘기가 좀 어렵지요? 

이것이 확산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부동산 비용 지출을 줄여 줄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이와 같은 협

업툴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노동시간의 감소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기여할 것이며, 흔히 이동권으로 대변되는 장애인, 노약자 등 노동약자

의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2천 2백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솔직히 

숫자가 너무 크니까 좀 현실감이 떨어지시죠? 이게 가능한 전망이라는 실증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lack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조그만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서버군에 올려진 괜찮은 클라우드 협업 툴을 서비스 합니다. 사용자들로부터 썩 괜찮은 피드백을 얻고 있군요. 이 스타트업의 현재 평가액은 

작년말 기준 1조 2천억 원이며, 현재 약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조그만 벤처일 뿐입니다. 이 숫자가 앞서 언급한 숫자에 대한 하나

의 반증이 되리라 봅니다.  

스파크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냥 이것 하나입니다.  스파크의 URL ( http://www.webex.com/ciscospark/ ) . 

여기 들어가시면 계정 등록부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리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써보시면 아실 일이지만 스파크는 한마디로 뭐냐? 앱입니다. 앱인데 뭐에 쓰는 앱이냐? 실시간 협업용 가상 공간을 즉시 만드는 앱입니다. 이 앱에서 

만든 공간은 내가 일부러 없애지 않는 한 거기에 계속 그대로 내용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이걸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아주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메세징과 파일공유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비디오 통화가 됩니다. 비디오 통화하면서 파일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웹엑스? 카무슨무슨톡? 합쳐진 형태에 실제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더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용으로 쓰기 딱 좋게 만들어진 메신저+웹엑스+비디오+파일뷰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근데 웹엑스는 방을 만들었다가 회의 끝나면 사라지고 새로 만들고 그러잖습니까? 스파크의 미팅룸은 내가 없애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스파크는 향후에 전문 비디오 장비들 하고도 연결할 겁니다. 지금 웹엑스는 CMR이라는 형태로 연결됩니다. 스파크도 곧! 연결될 것입니다.. 

비디오 디바이스에 누구는 웹엑스비디오로, 누구는 스파크비디오로, 누구는 재버비디오로, 누구는 음성만으로, 누구는 채팅하고 파일공유만 가지고 

붙어서 서로 회의를 하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신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신 없다면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사용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더 강력해 질 것이라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MDzuernjMgCFWGIpgod2xMJBA&url=http%3A%2F%2Fwww.cisco.com%2Fweb%2FKR%2Fabout%2Fnews%2F2015%2F1-4%2Fnews_0319.html&psig=AFQjCNGmg_sHS3z2ur9MvoH5sv1oh5s1lA&u


Collaboration  
 누구나 알아야 할 팀 생산성 이야기(2) 

10 

기능을 몇 가지 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일반적인 메신저와 동일한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풍선 안에서 파일 내용이 보입니다. 그냥 파일 아이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일이 보이고, 말풍선을 누르면 파일이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그

리고 그 파일을 데스크톱에서만 올리는게 아니라 모바일도 자유롭게 공유하

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방의 히스토리가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명이 함께 참

여한 가상팀방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TF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있

었던 일을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초대합니다. 신규 멤버가 들

어오면 기존 히스토리가 다 공유됩니다. 그냥 쭉 읽으면 팀 분위기까지 파악

이 가능하겠지요. 이 작업이 모바일이든, PC든 플랫폼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기능적으로만 살펴볼 때는 알 수 없는 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을 넘나들며 협업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자재팀이라면 자재팀 사람하고만 일하진 

않습니다. 많은 부서와 일을 합니다. 생산1부 사람하고 일을 한다고 가정해볼

까요? 그럼 그 부서의 특정 사람하고 업무 빈도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산 2부는? 전혀 다른 토픽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업무의 흐름이나 토픽은 

유사할 것입니다.  업무 형태에 따라 가상의 팀이라 해도 무방해지는 것이지

요. 스파크를 통해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가상팀 방을 만들고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나요?  

 

스파크에서 생성되는 방을 기준으로 업무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

다 보면 논의만 되다 사라지고, 정리가 되지 않고 잊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파크를 활용하면 미팅룸에서 일을 진행하고,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은 방을 

정리하면서 논의에 대한 ‘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일

과 정리된 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중

하게 논의된 내용은 암호화되어서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코도 볼 수가 없답니

다.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지원하여, 업로드 데이터 또한 암호화된 상태로 저

장됩니다. 현재의 모든 협업 툴들은 https가 기본이지요. 

 

현재 국내에서는 무료버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료버전이 정식으

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때에도 현재 무료로 쓰고 계신 기능들은 여전

히 무료로 지원됩니다 . 다만 25명의 비디오 참여자 지원 웹엑스 연동 기능, 전

문적인 참가자 관리 기능 등을 원하실 때만 유료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됩

니다.  

 

스파크는 지금까지 만나셨던 어떠한 협업 툴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앱을 받으시고 초대하시면 거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끝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곳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다운 받아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을 초

대해보세요. 

의외로 필요가 공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를 스스로 

창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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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글을 마무리 짓기에 앞서 그간 많은 조직들이 혁신에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아 온 당사자로서 한 가지 당부 드리

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직은 그에 속한 개인이 일을 할 때 적절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용 메신저로 대변되는 소비자 기술이 무분별하게 업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 속성인 신뢰성과 보안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조직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갖춰주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간극을 개개인이 가진 소비자기술로 메워 나가는 일을 조직은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시점 대한민국에서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혁신의 출발점은 ‘혁신하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현실에 실체로 구현해 내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을 ‘지금 당장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도구일 수도 프로세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도구의 자리에 가장 손쉽지만 그렇기에 가장 유연한 시스코 스파크를 놓아드렸습니다. 

 

무작정 시작해보십시오! 

스파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것이고, 새로운 협업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바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Security  

중소기업을 위한 차세대 통합 방화벽, KENTON을 아시나요? KENTON은 시스코 차세대 보안 라인업에 새롭게 등

장한 막내인데요. 소스파이어 IPS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유선, 무선 및 IoT를 위한 모드 등 5가지의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지만 형들 못지 않은 막강한 기능과 성능을 탑재한 KENTON으로 

안전한 보안을 구현해 볼까요? 

 중소기업 보안을 위한 최고의 선택! 시스코 KENTON 

시스코 코리아 보안 스페셜리스트   우명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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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표된 시스코 <2015 중기 보안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보안 트렌드는 기존의 네트워크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탐지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악성 코드로 인한 보안 위협이 기업 내 보안 이슈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의 보안은 주

요 구간에서 특정 포인트 솔루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사의 거점이 되는 본사에서 단순히 방화벽만 설치했다고 네

트워크가  완벽히 보호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사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모든 포인트에서 방화벽 이상의 차세대 통

합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보안 포트폴리오의 막내인 KENTON은 최대 1.8Gbps의 방화벽 성능과 유무선 통

합 기능, IOT를 위한 보안 그리고 소스파이어 IPS 기능을 기본 포함하므로 강력한 차세대 보안 플랫폼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리마인드, 시스코 차세대 방화벽을 알아 볼까요? 

시스코는 보안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화벽은 ASA, IPS는 소스파이어, 안티-멀웨어는 AMP, 웹 방화벽/

이메일 방화벽으로는 WSA/ESA, NAC로는 ISE와 AnyConnect가 대표적입니다. 아, 최근에 출시된 셰시형 통합 보안 플랫폼인 파이어파워9300도 잊어

서는 안되겠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종된 시스코 보안 제품인 PIX(방화벽), VPN 컨센트레이터(VPN), 그리고 IDS/IPS 제품을 통합하여 

시스코가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이 바로 Adaptive Security Appliance, ASA입니다. 그리고 이 ASA 제품에 최근 시스코가 가진 모든 보안 역량을 집적하

여 출시한 2세대 차세대 방화벽 제품이 ASA-X 제품군인데요. 이 ASA-X 제품은 기본적으로 방화벽, 소스파이어IPS, VPN, 안티-멀웨어 및 다양한 L3 

기능이 포함된 업계 최고의 통합 보안 제품이랍니다. 

ASA-X 제품은 성능에 따라 SMB, Mid-range, High-End 그리고 Carrier-grade의 통신 사업자나 데이터센터를 위한 초대형 보안 플랫폼까지 다양한 포

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SMB, 중소형 마켓을 위한 제품이 바로 KENTON입니다. KENTON ASA5506 및 5508 제품군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최대 1.8Gbps 방화벽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야기가 나온김에 계속 얘기해 보면 Mid-range를 담당하는 ASA5500X 시리즈

에서 최대 4Gbps, ASA5585X 시리즈에서 최대 40Gbps, 그리고 통신 사업자를 위한 파이어파워9300의 ASA 모듈은 최대 240Gbps를 제공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추가로 클러스터링을 통해 최대 1Tbps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13 

Security  

시스코 KENTON 방화벽은 무엇인가요? 

앞서 여러번 설명 드렸듯이, KENTON은 중소기업을 위한 차세대 방화벽입니다. 기존의 ASA 제품 중 막내였던 5505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는데요.   

방화벽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소스파이어가 박스 내 통합되면서 IPS, URL 필터링(평판 및 카테고리별 필터링도 가능), 안티-멀웨어,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의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기능을 on-box 형태로 CLI, ASDM 및 내재된 FireSight를 통해 별도의 관리 툴 없이도 설치

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KENTON이 단일 제품이 아니냐구요? 아니랍니다. KENTON은 처음 개발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SMB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실제 반

영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총 5개의 제품 라인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공유기만한 크기로 책상 위에 올려 쓸 수 있는 데스크톱 모델인 ASA5506X, 100% NGFW (차세대 방화벽)기능에서 AVC (어플리케이

션 가시성 및 제어 기능) 까지 기본으로 제공한답니다. 두 번째는, ASA5506X 기반에서 무선랜 통합 엑세스 포인트 기능까지 제공하며 로컬 또는 WLC(무

선랜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ASA5506W-X 제품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 IOT를 위한, 그리고 아주 터프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

는 ASA5506H-X 제품을 통해 산업용 컨트롤 용도 및 크리티컬 서비스를 위한 NGFW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랙마운트 가능한 1RU 타입으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ASA5508-X와 ASA5516-X 제품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 상황과 보안 요구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KENTON, 골라쓰는 재미

가 있으니 매력있지 않나요? 

자! 이제는 새로운 보안을 구성해야 할 시대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성하려고 보니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심플하게 정리해 줄 KENTON이 등장하게 되었습니

다. 작은 규모에 무리한 보안 투자가 망설여지신다면, 대규모 지점 네트워크의 안전한 보안 구성을 고민하신다면, 시스코 보안 가족의 막내인 KENTON

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요. 작은 아이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것입니다!  

이제, KENTON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 높은 성능 그리고 통합 보안 기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KENTON이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KENTON은 SMB 급 가격에 Mid-range 급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High-End 또는 캐리어급 기능을 제공하

는 놀라운 통합 보안 제품이랍니다. ASA5506-X를 기존 ASA5505와 비교해 보면, 성능은 4배 이상 향상되

었지만 가격 인상은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성능 또한 SMB 용으로는 놀라운 수준인 최소 750Mbps에서 

최대 1.8Gbps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Mid-range급 제품이라고 봐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기능을 볼까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시스코도 모든 보안 기능을 박스 내에 통합하거

나 제품 간 연동을 하고 있는대요 KENTON의 경우는 이미 언급했듯이 단순 방화벽 기능을 넘어서 시스

코가 가진 모든 보안 기술을 박스 내 집적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사실 시스코의 모든 보안 

역량이 통합된 파이어파워9300 제품이 가진 대부분의 기능을 이 조그마한 박스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

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KENTON은 작은 사무실에서는 유무선 공유기, 라우터, VPN, IPS, 실시간 자산 식별, 

안티-멀웨어, 가시성 확보 등의 기능을 단 하나의 박스에서 바로 제공하므로 엄청난 투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에 파이어파워9300 같은 대용량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둔다면, 지사에 KEN-

TON을 배치함으로써 지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여 본사로 유입되는 위협

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2]  KENTON 주요 기능 및 관리툴 

[그림1]  KENTON 제품 포트폴리오 



 SP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통신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과거의 단순 트래픽 전송에 중점을 두었던 인프라 모델에서 이제는 다양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프라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기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CISCO ASR 920 라우터를 소개합니다.  

   차세대 모바일 백홀의 미래! 시스코 ASR 920 라우터 
    시스코 코리아 통신 사업자 스페셜리스트      박춘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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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하이텔과 천리안을 기억하시나요? 

1990년 중반 일반인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끼익 끼익~ 전화선으로 연결된 신세계를 대표하는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2000

년에 들어서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용어와 함께 댁내 가입자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붐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투자로 네트

워크 업계의 화려한 시대로 기억되고 있지요. 전화선을 타고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인터넷이 우리 가정의 PC에서 TV로 그리고 이젠 내 

손안의 기기들을 통해 마음껏 누리는 시대로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단말의 중심이 가정 내 데스크톱에서 모바일 단말로 이동하

면서 이젠 인터넷 서비스의 중심도 브로드밴드 서비스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전과는 다른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답니다.  

 

매년 시스코에서 발표하는 트래픽 분석 보고서인 

VNI(Visual Network Indexing) 리포트에서는 수년

째 모바일 트래픽의 급증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

간 6배 이상의 트래픽 증가로 50% 이상의 투자가 

모바일 트래픽을 위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을 처리하는 핵심 구간을 사업

자 네트워크에서는 백홀(Backhaul)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으로 다양한 모바일 단말

기에서 발생되는 음성 트래픽과 데이터 트래픽을 무

선 기지국에서 유선 백본 네트워크로 전달 및 집선해주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향후 늘어나게 될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림1]  시스코 VNI 모바일 트래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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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덧붙이자면 ASR920으로 시스코가 드리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바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정책입니다. Pay As you 

Grow라고 불리는 사용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정책인데요. 초기 도입 시 모델별 라이선스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포트를 활성화

하여 요구 사항에 맞추어 구성하고,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선택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초기 도입 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향후 서비스가 확장될 땐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서비스가 늘어나

는 만큼 인프라 비용을 투자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IP 기반의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차세대 모바일 백홀의 진화는 더 이상 네트워크가 단순히 데이터의 전송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수용하기 위한 유연성과 빠른 서비스를 위한 신속성, 효율적인 운용 관리 그

리고 고가용성이 보장된 플랫폼으로 많은 고민과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다양한 기능 및 제원을 기반으로 

CISCO ASR 920은CISCO의 UMMT 아키텍처와 함께 모바일 통신 사업자의 차세대 모바일 백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두드리십시요. 시스코의 문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스코가 고객과 함

께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2012년부터 모바일 사업자의 백홀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아키텍처로 Unified MPLS for Mobile Transport(이하 UMMT)를 제시하고, 

최적화된 인프라에 대한 가이드를 업계에 꾸준히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CISCO UMMT는 모바일 4G LTE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Backhaul 솔루션 아키텍처로 기존의 모바일 2G, 3G 서비스까지도 유연하게 수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자에서 기 적용, 운용되고 있는 IP/MPLS 프로토콜을 엑세스 계위까지 확

장하여 무선 신호 구간인 Cell Site와의 연동 및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백홀 엑세스 계위층에 최

적화된 CISCO ASR 920은 물리적으로 LTE 4G 기지국, DU 그리고 기존 2G, 3G 기지국들과의 연동을 위해 Ethernet, TDM, ATM 기반의 물리적 

연동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여 고객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백홀을 위한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하

는데요. 몇 가지 핵심 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연동을 위한 IP/MPLS 기반 L2, L3VPN, MPLS-TP 기능 지원 

● 기지국, DU 장비들의 필수 요소인 Clock 및 Timing 동기화를 위한 SyncE, IEEE 1588v2, BITS, 1PPS, TOD 지원 

●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40° C 부터 65° C까지의 향상된 시스템 운용 환경 지원 

● 회선 및 시스템 장애 시 빠른 트래픽 절체를 위한 표준 기반의 MPLS-TE FRR, IP LFA/rLFA 기능 지원 

[그림2]  ASR 920 옵션별 제품 사진 및 시스코 U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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