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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BN Section / 2012년 7월호 

BN (Borderless Network) 
SECTION . ISECTION . I  

난 6월 기존 WAAS 4.x에서 새롭게 Upgrade된 WAAS 

5.0이 발표되었습니다. WAAS Express 기능강화, Citrix 

VDI환경에서 WAN가속기능 지원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

다. 

◆ Citrix와 최상의 짝꿍 WAAS 5.0  

지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VDI환경을 구축

할 경우, 고객의 가장 큰 고민은 지점 회

선 대역폭 증속 비용과 비디오 및 어플리

케이션의 성능/품질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Solution이 

WAAS 입니다. WAAS 5.0부터 타 경쟁사가 지원하지 못하던 

Citrix 트래픽에 대한 가속 및 압축기능을 지원합니다. 

 회선 대역폭: 50%  절감 

 응답속도: 70% 개선 

 HD Quality: 4배 개선 (80ms T1기준, 5 Frame/s에서 

20 frame/s으로 품질 향상) 

** VMware의 경우는 UDP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속지

원이 안됨. (WAN 가속은 TCP에 대해서만 지원, 타사도 동일) 

 

◆ 더욱 강력해진 WAAS Express 2.0 

ISR G2에는 별도의 H/W가 없어도 WAN가

속기능을 지원하는 WAAS Express라는 기

능이 있습니다 (License 필요). 기존 WAAS 

Express 1.0에서 부족했던 SSL/HTTPS 가속, 

양방향 가속, Multi WAN Link 지원 등의 기능이 보강되어 

WAAS Express 2.0을 출시 했습니다.    

◆ WAAS용 IOM(Input/Output Module) AppNAv 

센터에서 여러 대의 WAAS장비를 운영할 경우, 여러 대의 

WAAS장비를 Logical한 하나의 WAAS 

Pool 로써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

듈로 “WINNER of 2012 Best of Interop 

Award“로 선정된 장비입니다. 쉽게 설명

하면 AppNav는 일종의 WAAS만을 위한 

Load Balancing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 대의 WAAS에 대한 Health 

Check, 서비스에 영향 없이 WAAS의 추가/제거 및 정책에 따

라 WAAS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 iPad을 품다,  Central Manager (WAAS 관리 Tool) 

WAAS의 통합 관리 Tool인 Central Manager가 성형수술을 성

공적으로 마치고 성형미인으로 새로 태

어났습니다. 지금까지 Central Manager의 

무언가 어색하고 부족했던 화면은 잊어 

주시고, WAAS 5.0을 시작으로 모든 메뉴 

및 화면이 깔끔하고 보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HTML5.0

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iPad에서도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

해 졌습니다. 

Written by : BN R&S Specialist 이 충 용 부장 

 

VDI를 위한 최고의 선택 WAAS 5.0 [WAAS]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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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 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통적인 업

무환경에서, 진화된 업무환경으로의 혁신을 위한  

참조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 개인 

소유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가 필수 

고려 사항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스코에서는 BYOD 최적의 구성을 위해 ISE , 시스코 스위치, 

라우터 및 보안 장비들로 구성되어진 TrsutSec 기술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사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성 부분을 한층 더 고려한 ISE 1.1.1 제품을 기반으로, 

TrustSec 2.1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

립니다. 

“ISE 1.1.1,  단말 자가 등록 및 관리 기능 추가” 

ISE 는 통합인증(AAA), 단말 자동 분류(Profiling), 네트워크 접

근제어 정책결정 및 보안 무결성체크(NAC)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유무선 및 VPN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인

식기반의 통합 인증 및 네트워크 접근정책 서버” 입니다.  

ISE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단말 자동분류 

기능 및 분류결과를 반영한 상황인식기반의 접근제어 정책 

결정 기능을 제공하여 BYOD기반 다양한 단말장치들의 네트

워크 접속환경에 대한 확실한 차별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ISE 1.1.1 버전에서는 단말의 초기 접속부터 

단말의 등록 해지까지 전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해결 방안

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자 및 IT 관리자의 편의성 부분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단말기 자가 등록 기능 제공 

해당 기능은 <그림 1 >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웹로그인 후,

단말의 MAC Address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해당 단말이 

어떤 단말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자가등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물론 IT 관리자에 의한 수

작업 형태의 비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쉽고 간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별 등록된 단말 관리 포털기능 

사용자별로 업무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단말 

리스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해당 포털을 통해서 미리 단

말을 등록 및 변경관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분실한 단말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변경관리를 할 수 있어서 분

실된 단말이 오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TrustSec 2.1, 최신기술 총망라! 검증된 디자인 

TrustSec은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최신 보안 기술이 

모두 적용된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리뷰 및 실제 테스팅을 통해 검증된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BN Section / 2012년 7월호 

개인 스마트폰 등록을 쉽게! - TrustSec 2.1 & ISE 1.1.1 [Security] 

B 

[그림 1 - 장치 자동 등록 웹페이지] 

[그림 2 - My Device P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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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상의 단말기 가시성 확장 

업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를 원하거나, 접속되어 있는 단말

들에 대한 가시성을 보강하기 위해 수집된 단말의 정보를 

ISE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ISE 기반의 동적 단말 식별정보 스캐닝 기능

과 Catalyst Switch 3K, 4K 시리즈들의 센싱 기능을 통해 수집

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정확하고, 광범위한 단말 정보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황인식기반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의 확장 

상황인식 기반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

는 시스코의 장비군들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원 목록에서 Nexus 5000 시리즈와 ASR 10K, ISR G2 

그리고 무선랜컨트롤러 장비들이 이러한 기능을 지원합니

다. 

◆ 효과적인 단말 등록 프로세스 추가  

ISE 1.1.1 버전의 주요 핵심기능인 단말 자가 등록 기능을 활

용하여 단말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단일 또는 다중 SSID 를 

사용하는 무선랜 환경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검증된 디

자인을 제공합니다. 

시스코가 추구하는 BYOD 스마트 솔루션의 가장 핵심된 기

술들이 담겨진 TrustSec 2.1과 ISE 1.1.1 을 통해 안전하고 스

마트한 BYOD 업무환경에 대한 비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

다.   

추가적으로 BYOD를 위해 추가된 새로운 기술들이 집약된 디

자인 가이드는 Link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YOD 시스코 디자인 검증 백서—http://www.cisco.com/en/

US/docs/solutions/Enterprise/Borderless_Networks/

Unified_Access/byoddg.html) 

 

        Written by : BN Security Specialist 김 용 호 부장 

BN Section / 2012년 6월호 

http://www.cisco.com/en/US/docs/solutions/Enterprise/Borderless_Networks/Unified_Access/byodd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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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보유 모바일 기기 증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대역폭 증가로 인하여, 2014년이 되면 모바일 트

래픽이 2009년 대비 39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조 : Cisco VNI). 현재 802.11n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는 급증

하는 트래픽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IEEE에서 802.11ac 라는 Gigabit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무선 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Gigabit 무선 시대를 맞이하여 시스코에서 준비하고 

있는 802.11ac 모듈은 기존 802.11n 기반의 3600 AP에 삽입하

여 새로운 AP로 교체하지 않고, Gigabit 이상의 성능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802.11ac 표준과 3600 AP 802.11ac 모듈에 대

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igabit 무선 시대의 표준, 802.11ac 

802.11ac가 나오면 Gigabit 무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2.11ac에서 기존 대비 얼마나 성능이 

향상 될까요? 

표 1과 같이 802.11ac는 구현 기술에 따라 2가지 Wave로 시

장에 출시되게 됩니다. 2013년 Wave 1에서는 최대 1.3Gbps까

지 지원하고, 2014년 Wave 2에서는 최대 3.5Gbps까지 지원합

니다. 현재 802.11n 표준 최대 지원 data rate인 450Mbps과 비

교하면 최대 3배 ~ 8배까지 성능이 증가합니다.  

1SS 기반의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802.11n 

기반 65Mbps에서 802.11ac 기반 290Mbps (1SS), 460Mbps 

(2SS)로 4배 ~ 7배 성능이 증가하여, 802.11ac는 급증하는 모

바일 트래픽을 수용하기에 적합합니다. 

802.11ac 시장 진입 예측 

802.11ac를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은 언제쯤 시장에 출시가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Cisco의 802.11ac 모듈은 언제 출시

가 될까요? 

그림 1과 같이 2013년 1분기에 802.11ac 지원 스마트폰 및 태

블릿 PC가 나오고, 이에 맞추어 WFA (WiFi Alliance)의 .11ac  인

증도 완료될 것입니다. 시스코의 802.11ac 모듈 역시 이에 맞

추어 2013년 1분기 내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4

분기 노트북을 포함한 더 많은 단말에서 802.11ac를 지원하

게 되면 802.11n에서 802.11ac로의 전환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02.11ac 준비를 위한 AP 3600  

3600 AP는 802.11n 기반에서 업계 유일 4X4 안테나 지원, Cli-

entlink2.0, CleanAir 기능을 통해 업계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

을 제공하는 AP입니다.  

3600 AP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듈라 아키텍쳐 기반의 투자

보호입니다. 상위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AP 자체를 교체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600 AP의 모듈라 아키텍쳐는 AP 하

드웨어 교체 없이 그림 2와 같이 802.11ac 모듈을 추가하여 

Gigabit 무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N Section / 2012년 7월호 

Gigabit 무선시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3600AP [Mobility] 

개 

[표 1 - 802.11ac Wave 1 & Wave 2] 

[그림 1 - 802.11ac 시장 진입 예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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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ac 모듈 (Wave 1 제품) 사양 

● 별도의 802.11ac 안테나 내장 (3 X 3 안테나) 

● 최대 1.3Gbps Data rate 지원 

● 1SS, 2SS, 3SS 지원 

● 최대 80MHz Channel Bandwidth 지원 

● 256 QAM 지원 

● Explicit BeamForming 지원 

 

802.11ac 모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802.11ac는 어떤 주파수 및 채널을 사용하나요? 

802.11ac는 5GHz 주파수만 사용하고, 5GHz 내 채널은 802.11n 

(5GHz)와 동일한 채널을 사용합니다.   

● 802.11ac  모듈을 사용하면 3개의 라디오를 모두 사용

하게 되나요? 

기존 3600 AP 내장 라디오 (2.4GHz, 5GHz) 와 802.11ac 모듈의 

라디오 (5GHz)를 모두 사용합니다. 802.11ac 지원 단말은 

802.11ac 모듈 라디오에서, 그 외에 단말은 3600 AP 내장 라

디오에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 3600 AP 내장 라디오(5GHz)의 채널과 802.11ac 모듈

(5GHz)의 채널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나요? 

3600 AP 내장 라디오의 채널은 802.11ac 모듈 라디오 채널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2.11ac 모듈이 100, 104, 

108, 112의 채널을 사용한다면 내장 라디오는 100, 104 채널

을 사용해야 합니다.  

● 802.11ac 모듈을 추가한다면 기존 인프라와 호환성에 

문제는 없나요? 

802.11ac 모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컨트롤러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PoE 관점에서 802.3af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함으로 AP가 연결되는 스위치는 EPoE 및 PoE+를 지원

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스코 스위치가 EPoE 및 PoE+를 지원하

는지를 표2를 참조하십시오 

  Written by : Mobility Specialist 김찬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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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802.11ac Module in AP 3600] 

[표2 - 802.11ac Module readiness in Cisco 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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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데이터센터 기술 
SECTION. IISECTION. II  

난 3월 인텔은 새로운 CPU 아키텍쳐인 코드명-샌디

브릿지를 발표하고,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한 

서버용 CPU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코는 인털의 새로운 CPU를 발 빠르게 수용하여, UCS M3

라는 3세대 제품군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텔은 새로운 CPU를 보급하면서, 기존의 기업용 CPU 

제품군 및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용 CPU 제품군외에 새로운 

형태의 CPU 제품군을 추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의 

두개 제품군 이외에 보급형을 출시하여, 좀 더 중소기업 고

객군들을 흡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시스코 UCS 제품군도 이러한 인텔 전략에 맞추어, 3개의 새

로운 보급형 UCS 제품군을 발표하였습니다. 

Blade 형—UCS B22M3 

Rack Mount 형—UCS C22M3 , C24M3 

이 세가지 제품군은 철저히 가격 경쟁력과 실속형, 서민형

에 초점을 맞춘 인텔 샌디브릿지 CPU 기반의 서버군입니다. 

 

◆ 실속형 3세대 블레이드 모델—UCS B22M3 

 

 

 

UCS B22M3는 B200M3 비교, 메모리 슬롯은 12개로 절반, PCI 

Lane 48개로 절반 수준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기존 2세대 모

델과 비교해서 전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모델입니다. 

고객분들이 블레이드를 쓰고 싶은데, 좀 더 Reasonable 한 가

격과 성능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을 어디다 쓸까???? 

예를 들면, 자가용은 가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랜저 대신 쏘나타를 끌고 

다니며 내부 편의사항은 그랜저의 대부분을 쓸 수 있는 예

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물론 그랜저의 배기량과 마력은 못 따라가지만, 굳이 우리나

라 환경에서 제로백 몇초가 의미가 없으므로 쏘나타도 결코 

나쁜 사양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CPU Clock 수와 고사양 메모리를 요구하지

만, 실제 사용률이 10% 내외이며 메모리 사용량도 현저히 떨

어집니다. 이럴 바에는 블레이드 서버의 혁신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모델로 가자는 의미

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인 바로 UCS B22M3 입니

다. 

 

◆ 실속형 3세대 랙마운트 모델—UCS C22M3 

 

 

 

C220M3 비교해서 앞선 B22M3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절반의 

확장성이 줄어든 모델입니다. Memory와 PCI 확장성이 절반으

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Enterprise-Class 급의 랙마운트 서버인 

C220M3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실속형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버입니다. 

보급형 모델로 고객과 더욱 가까워진 UCS 시리즈 [Unified Computin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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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UCS Blade B22M3] 

[그림 2 - UCS Rack Mount C22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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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랙마운트 형에서 중요시 하는 서버의 디스크 집적도

는 C220M3 지원범위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그랜저에서 소나

타로 갈아탄다고 해서 4명의 사람이 못타지는 않는 것과 같

은 이치입니다. 

향후 1년간, 일반적인 웹서버 및 Scale Out 형태의 랙 마운트

형 서버로 매우 사랑 받을 수 있는 서버입니다. 

 

◆ 실송형 3세대 디스크 고집적 랙마운트 모델—UCS 

C24M3 

C240M3의 외장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절반의 확장성이 줄어든 모델입니다. Memory, PCI 확장성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2U 기반의 모델로 디스크를 최대 24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

니다. 아마도 인터넷 또는 게임사 가운데 중위권 기업군이 

즐겨서 사용할 서버입니다. 또는 NAS 또는 파일서버로로 손

색없는 제품군으로 가격까지 경쟁력을 갖춘 서버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최고사양의 서버들을 찾으시겠지만, 인텔

이 이러한 아키텍쳐를 만들고 시스코가 이러한 서버군을 

제조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x86의 성능에 대해 상

당 수준을 넘어선 것을 인정하고 가격대비 성능이라는 IT 본

질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서버를 찾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세가지 모델은 보급형/실속형 인텔 CPU E5 

2400 시리즈를 대표할 모델로, 일반 웹서버 및 가상화 서버용

도, Scale Out 형태의 구성에 폭넓게 사랑 받을 제품입니다. 

      Written by : DataCenter Specialist 최 우 형 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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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CS Rack Mount C24M3] 

[그림 4– Cisco UCS 제품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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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여년간 시스코는 급변할 향후 네트워크 서비

스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

해왔고, Unified Computing, Unified Fabric 이라는 메세지를 통

해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림을 고객들에게 제공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운

영, 관리를 위해 “Unified Management” 메세지를 발표하였고, 

과월호에 소개한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CIAC) 

솔루션을 통해 컴퓨팅과 네트워킹 정책을 시스템화하여 고

객 주문을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성과 클라우드를 위한 성

숙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 통합 관리” 

시스코의 데이터센터 통합 관리(Unified Management)는 크

게 서비스 인프라를 담당하는 정책기반 컴퓨팅, 정책기반 

네트워킹과 해당 인프라를 자동화하기 위한 CIAC 세 부분으

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모델은 가상화를 거쳐 클라우드로 

이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비스에 대한 운영 부담을 줄

이고,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모델

을 정형화하고, 정형화된 기준을 통해 고객들에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관리, 인프

라 자동화를 위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CIAC와 UCS Manager는 과월호와 UCS 소개 자료를 통해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정책기반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work 

Service Manager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지 않으실까? 생각합

니다. 그래서! Network Service Manager에 대해 조금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twork Service Manager!  네트워크 가상화” 

Network Service Manager는 2010년 10월, 미국의 클라우드 가

상화 솔루션 업체인 Linesider를 인수하여, 핵심 제품인 

Overdrive를 데이터센터 솔루션에 최적화하여 시스코 네트

워크 가상화 솔루션으로 제품화한 것입니다.  NSM의 메세지

는 기존 네트워크 프로비져닝 솔루션들이 템플릿 기반의 설

정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 정책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를 가상화하여, 하위단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End-to-end 자동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책기반 네트워킹 서비스란? ” 

그렇다면, 정책기반 네트워킹 서비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

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고객이 데이터센터내에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서버 임대로 이루어지

는 호스팅서비스가 아니라 규모가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보안이나 로드밸런싱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센터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고객이 직접 

보안/로드밸런싱등의 서비스를 구현하였는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해당 서비스도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입

니다. 이런 경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

터내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고객 요구에 맞게 IP 주소 체계부

터 보안 정책까지 직접 설정한 후, 서비스가 구동될 수 있었

습니다. Network Service Manager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네

트워크 관련된 부분도 정책화하여 고객이 메뉴판에서 보안

서비스, 로드밸런싱 서비스등을 선택하면 실제 장비에까지 

해당 설정이 자동화되도록 제공하며, 이것을 정책기반 네트 

DC Section / 2012년 7월호 

데이터센터 통합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도 한 번에! [Security] 

지 

[그림 1 - 시스코 데이터센터 통합 관리 솔루션 

[그림 2 - Linesider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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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서비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3]을 보시면 

고객에게는 Bronze, Silver, Platinum이라는 네트워크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실제 각 레벨의 서비스에는 어떻

게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포맷이 정형화되

어 있는 것입니다.  

 

 

 

 

 

 

 

“ 어떻게 동작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정책기반 네트워킹 서비스를 자동화하기 위

해 Network Service Manager는 두가지 처리과정을 단계적으

로 거치게됩니다. 첫째는 자동화를 주관하는 오케스트레이

터와 통신하는 Network Service Manager Engine으로, 포털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서비스를 이해하여 어떤 고객의 어떤 

서비스를 어떤 PoD에 구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

다. 두번째는, Engine이 처리한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서비스

를 실제 장비들에게 맵핑, 적용하는 Network Service Manager 

controller 입니다. 각 서비스는 API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연

동하도록 되어있고, 내부적으로는 서비스를 그린 논리적인 

구성과 실제 인프라 구성을 반영한 물리적인 구성을 상호 

변환하면서 End-to-end 프로비져닝을 제공하게 됩니다. 

 

 

 

 

 

 

 

 

 

“ 모두가 꿈꾸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 데이터센터 비즈니스의 가장 큰 화

두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효과

적으로 서비스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그림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준비하는 것에는 망설이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시스코가 준비하고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통합 관리 솔루션은,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클

라우드 서비스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림을 제공합니다. 특히, Network Service Manager는 이전에 상

상하던 네트워크 자동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스템 관

리에 대한 경계를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고객의 고민을 명

쾌하게 풀어줄 시스코의 준비되니 솔루션은 모두가 꿈꾸는 

유연하고, 자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루는데 핵심 요소

가 될 것입니다. 

   Written by : NMS Specialist 이 재 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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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정책기반 네트워킹 서비스 ] 

[그림 4 - Network Service Manager 아키텍쳐 



©  2012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contains Cisco Internal Information.                                              Page 11  

 

월 간 기 술 동 향 

Service Provider 기술 
SECTION. IIISECTION. III  

isco CRS-3는 CRS-1의 차세대 모델로서 통신사업자

의 코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코어 라우팅 장

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디오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CRS-3의 New 코어 네트워크 솔루션 !!!” 

최근 릴리스된 IOS-XR 4.2.1 버전과 함께 DWDM의 핵심인 

트랜스폰더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100GE 기반의 네트워크  

진화에 있어 큰폭의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100GE 

IPoDWDM” 솔루션,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

픽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논리적인 용량 확대를 제공하

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인 Back-to-Back Multi-Chassis (이

하 B2B MC) 솔루션이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라우터 가상화 기술인 B2B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CRS-3의 Back-to-Back Multi-Chassis 솔루션이란!!!” 

CRS-3에서 제공되는 Multi-Chassis 솔루션은 두가지 모델을 

제공합니다. 첫번째 모델은 최대 8개의 시스템을 논리적으

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 Traditional Multi-

Chassis 모델로서 이전 모델인 CRS-1에서부터 제공되는 모

델입니다. 두번째 모델이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로서 

최대 2대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

할 수 있는 Back-to-Back Multi-Chassis 모델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이 기존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Traditional Multi-Chassis 모델 

기존 MC 모델은 Line Card 수용을 위한 Line Card Chassis 

(LCC)와 LCC간 연결을 제공하는 Fabric Card 수용을 위한 

Fabric Card Chassis (FCC)로 구성되며 최대 8개의 LCC를 1개

의 FCC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CC 이중화를 위해 8

(LCC)+2(FCC) 또는 4(LCC)+2(FCC)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존 MC 모델의 경우 최대 8개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단일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 확대 측면에서 큰 장

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FCC 구성에 따른 Inter-Link 

Cabling의 복잡도와 장비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쉽게 MC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출시된 솔루션이 B2B MC 모델입니다. 

 

Cisco의 CRS-3 Back-to-Back Multi-Chassis 솔루션 소개 [SP IP NGN] 

C 

SP Section / 2012년 7월호 

[그림 - Traditional Multi-Chassis 모델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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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to-Back Multi-Chassis 모델 

B2B MC 모델과 기존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모델

에서 요구되었던 Fabric Card Chassis (FCC)가 담당했던 부분

이 B2B MC LCC의 Fabric에 통합되면서 FCC가 더 이상 필요

치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B2B MC 모델은 2(LCC)+0(FCC) 구성이 가능한 모델

이기 때문에 FCC 구성에 따른 Inter-Link Cabling의 복잡도, 

장비 하중 문제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 하나

의 시스템내에서 기존 용량대비 2배의 용량을 활용할 수 있

는 매력적인 솔루션입니다.  

B2B MC 모델은 현재 CRS-3 16슬롯 Chassis에서만 지원이 

되나 2013년 상반기 CRS-3 8슬롯 Chassis에서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B2B MC 모델 구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기존 Fabric을 

B2B Fabric으로 교체해야 하며 PRP를 사용해야 합니다. 

CRS-3 B2B MC 모델의 Key Value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

다. 

● Capacity: 기존 용량 대비 2배 용량 제공 

(4.48Tbps → 8.96T). 

● Hitless: 서비스 영향이 전혀 없는 Easy Migra-

tion.  

● Software: Single 시스템과 동일한 Software 사

용. 

● Investment Protection: 기존 모든 Line Card 호

환. 

● OPEX: FCC 불필요, 제어부 통합에 따른 운영/관

리 편이성 제공. 

  Written By : SP NGN Specialist 김 혁 수석부장  

 SP Section / 2012년 6월호 

[그림 - Back-to-Back Multi-Chassis 모델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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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레즌스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내 고객들은 국

내외 지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첫번째 활

용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즌스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최대 20Mbps의 품질이 보장되는 회선이 필

요하기 때문에 국내 또는 국제 전용회선을 이용한 사내망

으로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 전세계 텔레프레즌스를 연결하라. ” 

전 세계에는 수천개의 텔레프레즌스 도입 회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수천개의 사

설 비디오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이를 

서로 연결하여 텔레프레즌스 사용 범위를 협력사, 고객 등

으로 확장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이 출시한 서비스가 Global 

Video Exchange 서비스 입니다. 

AT&T, BT, Orange, TATA, Telefonica, Verizon 등에서 한국

을 포함한 전 세계 텔레프레즌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Global Video Exchan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도 TATA 

Communications를 중심으로 10여개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Global Meeting Alliance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국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텔레프레즌스 빌려서 사용한다 ” 

텔레프레즌스 사용 방식의 또다른 변화는 퍼블릭 텔레프레

즌스 서비스 입니다. 이는 시간제 사전 예약을 통하여 텔레

프레즌스 회의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

내에서는 KT 스마트워킹센터 가운데 10여곳에서 퍼블릭 텔

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 SP Managed SVC Specialist 최 수 영 부장  

 

 

SP Section / 2012년 7월호 

Global B2B Video Exchange Service [SP Managed Service] 

텔 

[그림 - TATA의 Global Media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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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Collaboration 기술 
SECTION. IVSECTION. IV  

즘 Business Process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고객들

이 Collaboration Solution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

론 일반적인 Collaboration Solution 을 통해서 Business 

Process 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세밀하게, 예를 

들면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직원을 구별하여 지원되는 서비

스를 세분화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리포팅 및 분석과 같은 후속 지원이 가능한 

Collaboration Solution 으로는 단연 컨택센터라고 볼 수 있

죠. 이 솔루션만큼 다양한 서비스 신속 지원 및 현황 파악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Business Process를 최적화할 수 있는 내부 

업무 지원용 컨택센터용도로 적절한 시스코 솔루션은 무엇

인가? 지금까지 SMB시장 솔루션으로 알려진 바로 그것,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이하, UCCX) 입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과거에 비해 무엇이 바뀌었길래, 

UCCX 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 첫째, 가상화 지원된 각종 번들을 통해 보다 단순화

된 솔루션 패키지형태로 제공됩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컨택센터라고 하면, 상담원 평가 및 

녹취 등등 여러 가지 3rd party 가 결합된 복잡한 솔루션으

로 구성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업무 지원용 컨택센터의 경우 위에 언급된 각종 3rd 

party 솔루션이 필요가 없으므로, 컨택센터를 구성하는 핵

심 요소인 CTI, IVR, IP PBX 를 고객의 시각에서 보다 단순

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쉽게 받아들이고 구매할 욕구가 

생기겠죠. 

UCCX는 CTI, IVR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통합 지원

하는 컨택센터 솔루션이며, 가상화를 지원하여 IP PBX 와 동

일한 하드웨어에 탑재 가능하여 하나의 박스에 CTI, IVR, IP 

PBX 를 통합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현재 IP PBX (Communications Manager, Communica-

tions Manager Business Edition 6000)를 주문 시 5 UCCX 

Enhanced agent license 와 150 개의 queuing 포트를 Acti-

vation license만 구매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추가 시 5, 10, 25 상담원 번들을 제

공하여 확장 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시스코 차세대 상담원 데스크탑인 Finesse를 지

원합니다. ” 

 

파트너 분들이 UCCX 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이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이하 UCCE)와 상담원 

데스크탑이 상이하여 고객 요구 시 새로 개발해야 되어 비

용이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연말에 

출시될 버전인 9.5 (곧 출시될 버전은 9.0 이며 9.5 로 minor 

upgrade 가능)에서 차세대 상담원 데스크탑인 Finesse를 지

원하게 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Finesse 는 

시스코 차세대 상담원 데스크탑인 Finesse 웹 2.0 기반의 프

로그램으로 UCCE, UCCX 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Univer-

sal 한 상담원 데스크탑이며, 시스코에서 기본 제공하는 방

식 및 고객의 원하는 형태로의 Customization 을 둘 다 지원

합니다.  

내부 업무 지원용 컨택센터 솔루션 UCCX [Collaboration]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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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9000을 좀더 살펴 보면 카메라가 성능이 기존 카메라가

Full HD급의 30Frame지원 했다면 새로게 출시된 카메라는 

60frame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TX9000 에서는 

12” 터치 패널을 통해서 호출 제어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터치패널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IP 전화기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마이크 및 조명도 기존의 CTS3010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해졌다는 점입니다. 

 Mobile 영상회의 시스템 

요즘 Mobile 영상회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점차적

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스코에서는 Mo-

bile 시스템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Jabber Video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습니다. Jabber Video의 경우는 개인

용 노트북 및 iPad에 설치하여 사외에 있을 경우 사내의 영

상회의 시스템과 연동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에 

Software를 설치하여 사용 하 실 수 있는 버전을 출시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iPad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입

니다. Jabber video의 경우는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시 아

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솔루션입니다. 

              

 UC Section / 2012년 7월호 

만약 내부 업무 지원용 컨택센터에는 시스코에서 기본 제

공하는 형태로도 충분하리라 예상되며, 고객이 Customiza-

tion을 요구하더라도 필요한 작업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고객은 웹 기반의 상담원 데스크탑을 사용하게 되

므로 배포도 쉽고, 기타 정합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

이 적용이 용이합니다. 

 

 

 

 

 

 

 

 

 

“ 세번째, 음성 기능 뿐만 아니라 Web Chat 기능을 제공합

니다. “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의 경우  Web Chat 과 같은 부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UCCX 는 Premium Agent License 가 적용된 

경우 음성 뿐만 아니라 Web Chat 기능도 추가 비용 없이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CCX 는 고객이 이 기능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Web Cha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 웹 페이지

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면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웹 

페이지에 들어갈 해당 인코딩 소스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Web 

Chat 기능을 구현 및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

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손쉽게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변

경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은 솔루션 하나로 음성뿐만 아니라 Web Chat 을 

통한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 업무 처리 단순화, 업무 처리 속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네번째, 강력한 리포팅 기능입니다. ” 

 

이제 UCCX 에는 UCCE 에 사용되는 Intelligence Center 가 

기본 탑재됩니다. 이 Intelligence Center 는 Web 2.0 기반의 

차세대 리포팅 도구로써 각종 dashboard 및 template 을 기

본 제공하여 고객이 서비스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음성뿐만 아니라 Web Chat 에 대한 통계도 지원하여 

관리자는 하나의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 중인 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1 - Finesse 기본 화면] 

[그림2 - Customization 기본 화면] 

 

[그림3 - Web Cha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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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9000을 좀더 살펴 보면 카메라가 성능이 기존 카메라가

Full HD급의 30Frame지원 했다면 새로게 출시된 카메라는 

60frame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TX9000 에서는 

12” 터치 패널을 통해서 호출 제어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터치패널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IP 전화기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마이크 및 조명도 기존의 CTS3010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해졌다는 점입니다. 

 Mobile 영상회의 시스템 

요즘 Mobile 영상회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점차적

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스코에서는 Mo-

bile 시스템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Jabber Video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습니다. Jabber Video의 경우는 개인

용 노트북 및 iPad에 설치하여 사외에 있을 경우 사내의 영

상회의 시스템과 연동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에 

Software를 설치하여 사용 하 실 수 있는 버전을 출시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iPad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입

니다. Jabber video의 경우는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시 아

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솔루션입니다. 

              

 UC Section / 2012년 7월호 

 

“ 다섯 번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 

 

앞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UCCX 는 IP PBX

(Communications Manager, Communications Manager 

Business Edition 6000) 구매 시 5 enhanced agent license 

와 150 개의 queuing port 를 번들로 기본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낮은 비용으로 5, 10 25 상담원 라이센스(Enhanced, 

Premium Agent License) 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

로 UCCX 는 별도의 하드웨어 필요없이 가상화를 통해 IP 

PBX (Communications Manager, Communications Manag-

er Business Edition 6000)와 탑재 가능하여 이에 대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여섯 번째, TAC 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제품 연속성

입니다. “ 

 

UCCX 와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타 솔루션의 경

우 본사에서의 지원이 부족할 뿐아니라, 제품의 연속성에 

대해서 고객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UCCX 의 

경우 시스코에서 과거 10년간 유지해온 제품이며, 앞으로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구매 후 보다 향상된 

기능을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기

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TAC을 통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내부 업무용 컨택센터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여섯가지 만 보시더라도UCCX 는 충분히 고객

을 만족시킬 만한 제품이며, 내부 업무용 컨택센터용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은 앞으로 기존의 Busi-

ness Process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

할 것입니다. 이 방안 중에 내부 업무용 컨택센터가 고려 대

상이 될 수 있으며, 내부 업무용 컨택센터야 말로 최적의 비

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

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하시어 일반 UC 딜에서 업셀

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 UC Specialist  안 지 웅 차장  

 

 

 

 

 

 

 

 

 

 

 

 

 

 

[그림4 - UCCX 리포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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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IT Trend 
SECTION. VSECTION. V  

조(Manufacturing)분야의 네트워킹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IP기반 통합(IP Convergence)을 위해 기

존 Industrial 네트워킹 분야에 IT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설비들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운영 효율

성을 강화하려는 산업용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IT and Production” 

IT와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Top Floor(Enterprise IT)와 Shop Floor(Production) 간의 정

보의 흐름과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견고하고 끊김 없는 현장 가시성(Visibility), 실 시간협업

(Collaboration), 생산효율화를 위한 주요 솔루션의 적용 등

으로 기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조기업의 일

반적인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❶  Enterprise Network 

❷  Plant Network   

❸  Machine Network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IP Convergence 를 

통해서 다양한 Value added 된 제조환경 IT 솔루션을 적용

할 수 있는 Converged PlantWide Network 를 구성하여 IT 

와 OT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Industrial Network Convergence Challenges 

이러한 제조환경의 기술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은 각기 다른 정책과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Conver-

gence를 위해 고려하여 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조건들이 IT 

Network 기술로 Control network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Industrial Intelligence Requires Evolution 

이러한 제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절대적인 요건을 

IP 네트워크에서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연구와 투자

와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요 생산설비 운용에서 손실 없는 패킷 스위칭을 위한 Fast 

Convergence 기술, 불안정 통신요인(Jitter) 최소화를 위한 보

다 정밀한 시간 동기화 제어, 다중 I/O 설비들의 정확한 제어

를 위한 특화된 Multi-path 패킷 전송기술, 지연(Latency)경감

을 위한 충분한 대역확보와 같은 기술의 혁신들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Industrial Networking Architecture and Solutions  [Industrial Networking] 

제 

UC Section / 2012년 7월호 

* IT and OT Convergence 

: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 정보시스템 중심의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생산설비 중심의 OT(Operation-Technology)로 이원화된 

인프라를 단일 인프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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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터치 패널을 통해서 호출 제어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터치패널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IP 전화기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마이크 및 조명도 기존의 CTS3010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해졌다는 점입니다. 

 Mobile 영상회의 시스템 

요즘 Mobile 영상회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점차적

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스코에서는 Mo-

bile 시스템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Jabber Video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습니다. Jabber Video의 경우는 개인

용 노트북 및 iPad에 설치하여 사외에 있을 경우 사내의 영

상회의 시스템과 연동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에 

Software를 설치하여 사용 하 실 수 있는 버전을 출시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iPad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입

니다. Jabber video의 경우는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시 아

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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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d PlantWide Ethernet 

전통적으로 산업설비들을 위한 네트워크는 Non-IP 기반의 

폐쇄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Filed Bus 기반의 인프라와 이

를 기업네트워크와 분리 운영하거나 G/W를 통한 연결구조

에서 Ethernet 기반의 표준화된 IP 인프라로 Converged되고 

있습니다.  

Converged PlantWide Ethernet Network Model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필요하

게 되었으며, 이는 검증되고 표준화된 IP 기반 네트워크 아키

텍처 형태로 제공되어지며, 이러한 아키텍쳐는 아래와 같은 

특성들을 지닙니다. 

❶  기본적 IP 인프라상에서 통합네트워크(Converged Net-

work)는 안전, 보안, 외부접속에 대한 서비스와 기업 어플리

케이션들이 설비와 제어기기들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는데 필

요한 QoS 등을 위해서 블록화 되거나 세그먼트화될 수 있어

야 합니다. 

❷  업무의사결정, 공장의 운영,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서 

실 시간으로 발생되는 정보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 플로우

는 정밀하게 제어되고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❸  제조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이벤트

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커뮤

니케이션에 필요한 음성과 화상이 연결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❹ IT와 제어를 위한 비용들은 표준화되고 통합된 네트워크

를 통해서 최적화될 수 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제

품주기비용, 프로세스 진행 시간 등의 최적화로 운영효율의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설비에 대한 종

합효율(OEE)은 가용성, 성능, 품질을 기반으로 측정될 수 있

습니다. 

Rockwell Automation 과 공동으로 개발한 참조 아키텍처이며,  

주요 프레임 뿐 아니라,  이더넷과 TCP/IP 기반의 기술로 생산

현장에서 자동화,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표준 네트워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상세 디자인과 구현방안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 Industrial Intelligence 

: IP 기반으로 연결된 데이터와 제어 플로우에 음성과 비디오등이 더해져

서 보다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원이 관리되고 운영 될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산업환경의 다양한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 

* Fast Convergence 

: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의 절체 시간을 줄여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로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  REP(Resilient Ethernet Proto-

col)등의 기술 

* IEEE 1588 PTC 

: Precision Time Protocol(PTP)은 네트워크 간 정확한 동기화를 가능케하는 

IEEE 1588 표준 시간 전송 프로토콜이며  하드웨어에서 생성하는 타임 

스탬프를 사용할 때 나노초 단위의 정확도까지 보장해 준다. 

 * CleanAir 

: 무선랜 분석기술을 응용한  2.4GHz,5GHz 대역을 분석하여 간섭소스를  

찾아내서 일정 값 이상이면 Alert 를  보내주고 이를 회피하도록 하는  

시스코의 무선랜 간섭 회피기능. 

[Traditional 3-Tier Industrial Network Model] 

[Converged PlantWide Ethernet Industrial Network Model] 

[Converged Plantwide Ethernet Reference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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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olutions for Industrial Intelligence 

● Converged PlantWide Ethernet 

통합운영 및 관리 네트워크, 보안성을 갖춘 가시성과 원격

접속, 제어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이더넷 기반 인프라

솔루션 

 

● SAFE for Process Control  

중요한 제어시스템 자산의 보호와 보안성 있는 원격 

접속 솔루션 

 

● Secure Wireless Plant  

센서들과 무선 네트워크의 연동 및 통합, 모빌리티를  

적용을 통한 생산성 개선, 신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쉬운 연동, 게스트 접속 서비스 솔루션 

 

● Context-Aware Solution 

가시성( Visibility) 을 개별자산과 생산설비까지 확대, 

정확도 높은 자산관리와 인력/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 

및 활용 솔루션 

 

● Industrial Wireless Wireless Surveillance  

지능적인 영상감시와 보안, 개선된 안전과 보안 서비스, 원

격 지역의 모니터링 솔루션 

 

● Unified Communication  

실시간 전문가의 현장연결, 설계 팀과 주요 공급처와의 협업,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업 솔루션 

 

● Energy Management  

에너지의 사용과 탄소배출량의 모니터링,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를 통한 정책의 구성, 관련 규정의 준수, EnergyWise 기

술의 적용 솔루션 

  

●Video Enabled Collaborative Production Management  

Plant Floor에서의 이슈 사항 해결을 손쉽게 하기 위한 음성

과 비디오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빠른 대응과 원격지 

전문가에 의한 원격지 지원과 지식경험의 전달 솔루션 

 

http://www.cisco.com/web/strategy/manufacturing/

index.html  

http://wwwin.cisco.com/industries/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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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E 

: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프로세스의 가용성과 생산성 결과물의  

품질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능률을  측정하며, 가용성, 생산성, 품질의  

세가지 요인의 곱셈으로 계산된다. 

  OEE = (%Availability) * (%Productivity)  * (%Quality) 

* Level 0~5 

: Perdue Reference Model for Control Hierarchy 

Level 5 : Enterprise Network 

Level 4 : Site Business Planning and Logistics Network 

Level 3 : Site manufacturing Operation  and Control 

Level 2 : Area Supervisory Control 

Level 1 : Basic Control(Batch,Discrete,Sequence Continuous Control) 

Level 0 : Process(Sensor,Drves,Acurators,Robots) 

 

The cell/area zone,  

: 제조업무영역(Manufacturing Zone)의  하위 구성영역으로 실시간으로 잦

은 개별 명령을 상호 이행하는 시스템 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PAC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 로봇, HMI(Human-machine inter-

face)들로 독자적으로 혹은 상호 분산 연동해서 제조공정의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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