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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Cisco QSFP BiDi 기술을 사용해 40Gbps 데이터 
센터로 마이그레이션 

 

개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이 요구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버 가상화 및 데이터 센터 통합의 결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액세스 레이어는 10Gbps로 전환되고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는 40Gbps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Cisco Nexus
®
 9500 및 9300 플랫폼 스위치 같은 고성능 고집적도 10Gbps 및 40Gbps 네트워크 

장치를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Gbps 연결을 지원하려면 데이터 센터 설계자가 케이블 

인프라를 대폭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운영 중단이 발생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40Gbps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마이그레이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isco는 현재 사용 중인 10Gbps 케이블을 

40Gbps 장치 연결에 다시 사용하여 파이버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인 40Gbps QSFP(Quad 

Small Form-Factor Pluggable) BiDi(양방향)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40Gbps Cisco QSFP BiDi 트랜시버를 소개하고 40Gbps로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얼마나 큰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기존 40Gbps 트랜시버의 문제 

QSFP SR4 및 QSFP CSR4와 같은 QSFP 폼 팩터의 기존 40Gbps 연결용 SR(Short-Reach) 트랜시버는 각각 4개의 

병렬 파이버 선이 있는 독립 송신기 및 수신기 섹션을 사용합니다. 이중 40Gbps 연결의 경우 8개의 파이버 선이 

필요합니다. QSFP SR4와 QSFP CRS4는 모두 MPO 12 파이버(MPO-12F)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각 

연결에서 4개의 파이버 선이 낭비됩니다. 그림 1은 기존 단거리 40Gbps QSFP 솔루션을 보여 줍니다. 

그림 1.   기존 40Gbps 송수신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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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QSFP 송수신기에서는 두 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데 각각 MPO-MPO 12 파이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패치 

패널 및 파이버 트렁크를 포함하는 정형 케이블의 경우 40Gbps 연결을 사용하려면 장치와 패치 패널 간에 MPO-

MPO 파이버가 필요하고 파이버 트렁크에 4개의 이중 MMF(Multimode Fibers)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어그리게이션 파이버 인프라는 LC-LC MMF를 통해 장치 간의 직접 

연결을 지원하거나, LC-LC 파이버를 사용하여 패치 패널에 장치를 연결하고 파이버 트렁크에서 각 10Gbps 연결에 

대해 하나의 이중 MMF 파이버를 제공하는 10Gbps 연결용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 40Gbps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40Gbps 연결에서는 직접 연결 LC-LC 파이버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40Gbps 연결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파이버 트렁크의 파이버 집적도가 4에서 6배 더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10Gbps 연결을 40Gbps 연결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고객에게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Cisco 40Gbps QSFP BiDi 솔루션 

Cisco QSFP BiDi 트랜시버는 LC 커넥터를 사용하여 하나의 이중 MMF 케이블을 통해 전이중 40Gbps 트래픽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파이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Cisco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면 파이버를 

추가할 필요 없이 40Gbps 연결에서 기존의 직접 연결 10Gbps 파이버와 기존 파이버 트렁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QSFP BiDi 트랜시버(QSFP-40G-SR-BD)는 이중 OM3 또는 OM4 MMF를 통해 40Gbps를 제공하는 단거리 광 

트랜시버입니다. MSA 규격을 준수합니다. 그림 2는 Cisco QSFP BiDi 트랜시버입니다. 

그림 2.   Cisco QSFP BiDi 트랜시버(QSFP-40G-S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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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QSFP BiDi 트랜시버에는 단일 MMF 파이버 선을 통해 두 파장으로 동시에 전송 및 수신하는 두 개의 20Gbps 

채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MMF 파이버 선의 이중 파이버를 통해 집계된 이중 40Gbps 링크를 제공합니다. Cisco 

QSFP BiDi는 이중 LC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연결 범위는 100미터(OM3 MMF) 또는 125미터(OM4 MMF)입니다. 

Cisco QSFP BiDi 트랜시버의 Cisco 부품 번호는 QSFP-40G-SR-BD입니다. 그림 3은 Cisco QSFP BiDi 트랜시버의 

기술 개념입니다. 40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Cisco 제품(예: Cisco Nexus
®
 9000 Series 스위치)은 

QSFP BiDi 트랜시버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제품의 전체 목록은 Cisco 40기가비트 광 트랜시버 제품 

페이지(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708/index.html)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3.   QSFP BiDi 트랜시버의 개념 

 

10Gbps에서 40Gbps로 마이그레이션 시 Cisco QSFP BiDi를 통해 비용 절감 가능 

이 섹션에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40Gbps 연결에 Cisco QSFP BiDi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례 연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10Gbps 케이블 공간을 40Gbps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확장하는 데에 따른 비용 

장벽을 Cisco QSFP BiDi 기술이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례 연구 1: 비정형 케이블을 통한 288 x 40Gbps 연결 

비정형 케이블 시스템에서는 파이버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직접 연결합니다. 이 직접 연결 설계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단거리 내에 있는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4에 표시된 것처럼 양쪽 끝에 QSFP 

SR4 또는 QSFP BiDi 트랜시버가 있는 MMF 케이블로 두 40Gbps 장치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40Gbps 직접 연결 

 

QSFP SR4 트랜시버는 MPO-12F 커넥터를 사용하지만, Cisco QSFP BiDi는 LC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기존 

10Gbps 연결에서는 일반적으로 LC 커넥터가 달린 MMF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QSFP SR4 트랜시버에서는 

커넥터 유형이 다르므로 기존 10Gbps MMF 케이블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 QSFP BiDi에서는 케이블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0Gbps 직접 연결에서 40Gbps 직접 연결로 케이블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70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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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는 기존의 288개 직접 연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비용과 절감액을 요약하여 보여 줍니다. 기존 288개의 

10Gbps 연결을 40Gbps 연결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Cisco QSFP BiDi를 사용하면 케이블에 대한 신규 지출이 필요 

없습니다. QSFP SR4 트랜시버에 비해 Cisco QSFP BiDi는 비용을 100% 절감하여 40Gbps 포트당 최대 290달러를 

절감합니다. 

표 1. 기존 연결의 10Gbps를 40Gbps 직접 케이블으로 마이그레이션 

파이버 케이블 비용*
 30m 60m 100m 

QSFP SR4(288 x 12 파이버 커넥터)(US$) $32,058 $53,562 $83,412 

Cisco QSFP BiDi(288 x 2 파이버 커넥터)(US$) $0 $0 $0 

절감액(US$) $32,058 $53,562 $83,412 

40Gbps 포트당 절감액(US$) $111 $186 $290 

비용 절감 비율(US$) 100% 100% 100% 

*
 이 예제는 실제 케이블 비용 예상치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트랜시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마이그레이션 또는 확장을 위해 기존 케이블 인프라 이외에 288개의 새로운 40Gbps 직접 연결이 

필요한 경우, 표 2에 요약된 QSFP SR4 송수신기 대신 Cisco QSFP BiDi를 사용하는 288개의 새로운 연결에 대한 

비용 및 절감액을 참조하십시오. Cisco QSFP BiDi는 비용을 최대 77% 절감하여 40Gbps 포트당 최대 221달러를 

절감합니다. 

표 2. 새로운 40Gbps 직접 케이블 구축 

파이버 케이블 비용*
 30m 60m 100m 

QSFP SR4(288 x 12 파이버 커넥터)(US$) $32,058 $53,562 $83,412 

Cisco QSFP BiDi(288 x 2 파이버 커넥터)(US$) $7,884 $12,966 $19,647 

절감액(US$) $24,174 $40,599 $63,765 

40Gbps 포트당 절감액(US$) $84 $141 $221 

비용 절감 비율 75% 76% 77% 

*
 이 예제는 실제 비용 예상치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사례 연구 2: 정형 케이블을 통한 384 x 40Gbps 연결 

정형 케이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케이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구축됩니다. 정형 케이블에서는 짧은 패치 코드를 사용하여 장치를 패치 패널에 연결한 다음 파이버 트렁크를 

실행하여 중앙 위치에서 케이블을 통합해 추가로 연결하거나 원격 장치가 연결되는 다른 패치 패널에 연결합니다. 

그림 5는 10Gbps 정형 케이블 설계의 간단한 예를 보여 줍니다. 

그림 5.   10Gbps 정형 케이블의 간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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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10Gbps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Cisco QSFP BiDi 기술을 통해 기존 

케이블 시스템(패치 케이블, MTP/MPO LC 모듈이 장착된 패치 패널, 파이버 트렁크 포함)을 40Gbps 연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QSFP SR4 트랜시버는 커넥터 유형이 다르고 파이버 트렁크의 크기를 

4배로 확장해야 하므로 새로운 패치 케이블과 패치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 연구에서는 리프 레이어에 1,536개의 10Gbps 에지 포트를 제공하는 간단한 비차단 2계층 패브릭 설계(그림 

6)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설계에서의 스파인 레이어는 두 개의 Cisco Nexus 9508 스위치로 구성되고, 리프 

레이어는 32개의 Cisco Nexus 9396PX 스위치로 구성되며, 각 스위치에는 모든 스파인 Cisco Nexus 9508로 

연결되는 6개의 40Gbps 링크가 있습니다. 리프 레이어와 스파인 레이어 간에는 총 384개의 40Gbps 링크가 

있습니다. 

그림 6.   2계층 네트워크 예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384개의 10Gbps 연결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모든 40Gbps 링크에 대해 Cisco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면 케이블에 대해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QSFP 

SR4 트랜시버를 사용하여 케이블 시스템을 재구성할 때(새 패치 케이블, 새 패치 패널 및 현재 파이버 트렁크 확장 

비용 발생)에 비해 비용이 100% 절감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케이블을 기존 케이블 시스템으로 확장할 경우 MMF 케이블과 QSFP SR4 또는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여 384개의 40Gbps 연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및 8은 각 옵션의 설계 예를 보여 줍니다. 

표 3 및 4는 두 설계에 대한 실제 비용 예상치를 제공합니다. 40Gbps 연결당 비용을 먼저 계산한 다음 384개 

40Gbps 연결 비용을 추정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Cisco QSFP BiDi를 사용하는 설계가 QSFP SR4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설계에 비해 비용이 약 76% 절감됩니다. 즉, 40Gbps 연결당 1,717달러가 절감됩니다. 

그림 7.   QSFP SR4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정형 40Gbps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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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QSFP SR4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정형 40Gbps 케이블 인프라 비용 

QSFP SR4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정형 40Gbps 케이블 인프라 

 단위 가격(제조업체의 
표시 가격(US$)) 

수량 확장 가격(제조업체의 
표시 가격(US$)) 

12 파이버 MPO-MPO 트렁크 케이블(90m) 

(QSFP SR4의 경우 파이버가 8개만 필요) 

$1844 0.67  $1229 

12 파이버 MPO-MPO 트렁크 모델 $525 0.67 $350 

12 파이버 MPO 점퍼 $340 2.00 $680 

40Gbps 100m 링크당 할당된 파이버 가격   $2259 

384 x 40Gbps 100m 링크에 대한 추정 파이버 가격   $867,500 

그림 8.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정형 40Gbps 케이블 

 

표 4.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정형 40Gbps 케이블 인프라 비용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정형 40Gbps 케이블 인프라 

 단위 가격 
(제조업체의 표시 
가격(US$)) 

수량 확장 가격(제조업체의 
표시 가격(US$)) 

12 파이버 MPO-MPO 트렁크 케이블(90m) 
(QSFP BiDi의 경우 파이버가 2개만 필요) 

$1844 0.17  $307 

12 파이버 MPO-LC 트렁크 모델 $525 0.17 $88 

12 파이버 LC 점퍼 $75 2.00 $150 

40기가비트 이더넷 100m 링크당 할당된 파이버 가격   $545 

40기가비트 이더넷 100m 링크당 추정 파이버 가격   $209,300 

결론 

Cisco QSFP BiDi 기술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10Gbps에서 40Gbps 연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40Gbps 케이블 비용 장벽을 제거합니다. Cisco QSFP BiDi 트랜시버는 다른 40Gbps QSFP 트랜시버에 비해 

단순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40Gbps 연결을 제공합니다. Cisco QSFP BiDi 트랜시버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기존 10Gbps 케이블 인프라를 40Gbps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낮은 자본 투자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QSFP BiDi 기술은 네트워킹 장치 비용이 저렴한 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와 함께 10Gbps에서 40Gbps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필요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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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Cisco 40Gbps BiDi 트랜시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708/index.html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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