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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의 4대 영역인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분석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크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인은 가상화 및 IoT(인터넷 사물)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뒤흔들어 트래픽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여 기존 네트워크와 그 운영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트워크가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 성능에 대한 병목 지점이 아닌 리소스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민첩성, 유연성, 빠른 서비스 속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Technology Spotlight에서는 이러한 주요 

트렌드를 점검하고 Cisco의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가 기업의 IT 및 네트워크 관리자가 

안고 있는 지속적인 과제의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현재 진행 중인 컴퓨팅의 진화로 인해 기업 데이터 센터 및 관련 네트워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컴퓨팅의 4대 영역인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분석은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크 

혁신을 이끄는 주요 트렌드이며, 그에 따라 향후 몇 년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설계 및 운영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여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대에 

네트워크는 아키텍처와 운영 모두에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유형의 워크로드와 트래픽 패턴이 나타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대응력, 사용자 만족도, 향상된 성능을 

필요로 하는 첨단 애플리케이션 지원의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다른 요소는 이러한 과제에 발맞춰 변화했지만,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 속도는 

여러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세가 바뀌고 있으며,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는 IT 팀의 도움을 받아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업 컴퓨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과제의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개편하는 주요 트렌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동인으로는 가상화, 클라우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소셜 컴퓨팅, IoT(인터넷 사물)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의 사용률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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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는 서버 통합으로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했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그림 

1 참조).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 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모바일 엔드포인트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전 범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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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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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로 인해 기존 네트워크와 그 운영 모델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는 몇 분 만에 

애플리케이션을 VM(가상 머신)으로 스핀업(spin up)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팀은 대개 

고정된 엔드포인트로 구성된 대규모의 정적 IP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모델이 운영 민첩성 

및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VM은 거의 즉시 프로비저닝될 수 있는 데 반해  

수작업과 CLI 기반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구성에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화 

툴로 컴퓨팅 및 가상화 프로세스의 속도가 향상되었지만, 네트워크는 뒤처졌습니다. 비단 가상화뿐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킹도 트래픽 증가 및 트래픽 패턴 변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IoT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퍼블릭)는 어떻게 어디서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이점 

네트워크가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 성능에 대한 병목 지점이 아닌 리소스가 되기 위해서는 경직되고 

낡은 모델에서 벗어나 민첩하고 유연한 모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IT 팀은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설계되고 애플리케이션 정책을 운영 요구 사항과 

분리할 수 있는 발전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네트워크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동화 및 더 신속한 프로비저닝 

 프로그래밍 기반의 관리 

 실시간 텔레메트리 및 가시성 제공 

 대규모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는 성능 제공 

 업계 표준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원활하게 통합  

기존의 네트워크는 멀티레이어 아키텍처, 시간과 리소스 소모가 많은 CLI 구성, 사일로화된 운영 모델 

때문에 이러한 필요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1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LAN 에뮬레이션 솔루션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최상의 방식으로 초점을 

전환하지 않은 채로 기존의 설계를 가상화하려는 시도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오버레이 및 

언더레이 관리 도메인을 만들고 기존 물리적 인프라에서 고성능의 제한적 확장성과 제한적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면서 복잡성을 가중시켰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뿐 아니라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인) 탁월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수준의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민첩성, 유연성, 서비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합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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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련 우선순위 

Server virtualization

Storage virtualization

Advanced networking

Self -service provisioning

Real-time monitoring of  resource utilization

Automated provisioning of  IT resources 'on demand'

Automated provisioning and workf low orchestration

Formalized SLAs in place with end-users

Dynamic capacity planning

Consumption-aware metering or chargeback model to 
track utilization

Thin client delivery

End-to-end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Service catalog
 

n = 801 

출처: IDC의 Cloud Computing Survey, 2012년 봄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요구 사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동(north-south)하던 기존과 달리 서버 내에서 또는 

서버간(east-west)에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강력한 아키텍처 기반을 

갖추고 OpenDaylight 컨트롤러 및 OpenStack 오케스트레이션과 같은 업계 표준 하이퍼바이저, 

프로토콜, 플랫폼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개방형 API를 지원해야 합니다.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하는 방식의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SDN은 업계 전반에서 미완성(work in progress) 단계입니다.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고급 네트워킹 

셀프서비스 프로비저닝 

리소스 활용의 실시간 모니터링 

'온디맨드' IT 리소스의 자동 프로비저닝 

자동 프로비저닝 및 워크플로 오케스트레이션 

최종 사용자와의 공식화된 SLA 정착 

동적인 용량 계획 

소비 인식 측정 또는 사용률 추적을 위한 과금 모델 

씬 클라이언트 제공 

엔드 투 엔드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서비스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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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ACI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Nexus 9000 데이터 센터 스위치 제품군, 

사우스바운드/노스바운드 API 세트로 구성된 Cisco ACI가 SDN의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isco는 2013년 11월에 ACI를 발표했으며, 물리적 인프라와 가상 인프라를 통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전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유리함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데이터 센터를 위한 확장성, 성능, 유연성, 자동화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워크로드와 가상 워크로드를 모두 수용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과 보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Cisco ACI의 주요 구성 요소: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 애플리케이션 관련 서비스 레벨 및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는 정책 컨트롤러입니다. 

 Nexus 9000 모듈형 및 고정형 10/40GbE 스위치 제품군 

 2개 모드에서 실행되는 최적화된 버전의 NX-OS — 독립형 모드와 ACI구축용 모드 

 강력한 파트너 에코시스템 — 하이퍼바이저, 오케스트레이션, DevOps 및 자동화, 시스템 관리, L4–7 

서비스,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포괄합니다.  

Cisco ACI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네트워크의 전 범위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정책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선언형(declarative) 

관리 모델이라고 부르며, 워크로드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연계하면서 급증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컴퓨팅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확신합니다.  

선언형 관리란 상호 지원을 통해 각자의 목적을 게시하는 개인이나 에이전트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정책에서는 그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기반 인프라(예: 데이터 센터 스위치)는 자신의 기능으로 이 요구 사항을 해결할 최상의 방법을 

이해합니다.  

Cisco에 따르면, 이 방식은 인프라의 엣지에 복잡성을 분산시킴으로써 확장성 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추상 정책을 사용하므로 어떤 벤더가 차별화된 기능 세트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폭넓은 상호운용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추상 

정책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가 자가 문서화 및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인프라 요구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CI에 포함되는 Opflex는 새로운 개방형 사우스바운드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선언형 

관리를 뒷받침합니다. Cisco는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많은 벤더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Cisco는 

현재의 네트워크와 1세대 SDN 구현이 "하이터치의, 세세하게 관리되는 환경"으로서 확장성, 장애 해결,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에서 정의한 기존의 SDN은 정책 관리자와 분리된 컨트롤 

플레인(SDN 컨트롤러)이 있으며, 이는 OpenFlow, OVSDB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물리적 

스위치와 가상 스위치의 플로우를 프로그래밍합니다. 한편 Cisco ACI는 APIC 컨트롤러를 정책 

관리자로 사용하지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구현하는 지능적인 디바이스를 통해 정책을 

적용합니다.  



©2014 IDC 6 

 

Cisco는 Opflex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정책 결정 프로토콜로서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도 

선언형 관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Cisco는 Opflex를 표준화할 계획이며, 현재 IETF 승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isco는 모든 벤더가 이 개방형 프로토콜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으며, 어떤 제 3자 

벤더도 도입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에이전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isco는 Nexus 7000, ASR9000, ASA, 

Sourcefire 제품에서 Opflex를 지원하여 APIC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Opflex는 Microsoft, Red 

Hat, F5, Canonical, Citrix 등 많은 파트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Opflex는 사우스바운드 및 노스바운드 프로토콜을 포괄하는 개방형 API 에코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이 

API는 다양한 에코시스템 파트너, 이를테면 자동화 툴(Opscode Chef, Puppet, CFEngine, Python), 

하이퍼바이저 관리(Oracle, Xen, Red Hat, VMware,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IBM Tivoli, Splunk, 

CA, NetQoS, NetScout), 시스템 관리(IBM Tivoli, CA, BMC, HP), 네트워크 서비스(Citrix, F5, Palo Alto 

Networks, Embrane),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OpenStack, CloudStack, VMware, Cloupia) 전문 

파트너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OpenDaylight 오픈소스 SDN 컨트롤러 플랫폼 역시 Opflex를 지원하면서 OpenDaylight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로 연결하는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로서 이를 수용할 것입니다. Cisco는 Opflex를 지원할 

OpenDaylight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제공하고자 다른 벤더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  

Cisco는 ACI 및 APIC 컨트롤러 그리고 사우스바운드 및 노스바운스 프로토콜 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웹 스케일,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다양한 시장 부문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과제를 

해결할 방법의 불확실성  

 신규 및 기존 네트워킹 경쟁사 그리고 SDN, 오버레이 기반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분해 형태의 

대체 아키텍처와의 경쟁  

 Cisco는 완전히 개방된 아키텍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식 - 고객은 Cisco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개방형의 상호운용 가능한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고객의 기존 투자를 보호하고 기술의 발전 

및 요구 사항의 변화에 적응할 유연성을 제공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ACI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헌신적인 기술 및 채널 파트너로 구성된 강력한 에코시스템 구축 - 에코시스템은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가상화,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IoT 시대에는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Cisco는 ACI에 대해 역량과 인지도를 갖춘 다양한 기술 파트너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ACI가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및 업계 최고의 자동화 툴과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신규 및 기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점점 증가하고 변화하는 트래픽 패턴을 수용하기 위해 개편되는 방식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 IoT가 강력한 

혁신의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각 기업은 물리적 워크로드(기존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저지연 애플리케이션)와 더욱 늘어나는 가상 워크로드를 똑같이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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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능, 안정성, 확장성의 전통적 가치뿐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프로그래밍 방식의 관리, 

업계 표준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의 통합 지원과 같은 새로운 기능도 제공할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SDN이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하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해 및 오버레이 방식도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상호 작용을 담당하는 정책 레이어 및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관건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Opflex와 같은 업계 표준 사우스바운드 

프로토콜은 정책 레이어에서 기반 인프라에 하향식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Cisco가 이 글에 언급된 과제를 해결한다면 데이터 센터 

자동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IDC는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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