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요약
과제

German REWE Group은 유럽 최대의 소매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고객은 Radio Max에서 제작하는 매장 내 생방송 프로그램을 
듣게 됩니다. REWE 자회사인 Radio Max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있는 약 
2,900개의 Billa, Bipa, Penny 그리고 Merkur 아울렛에 제공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매장에도 
인터넷을 통해 광고와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방송 스튜디오 10개와 제작 스튜디오 2개를 보유한 Radio Max는 유럽에서 가장 큰 
라디오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Radio Max는 야심찬 확장 계획에 따라 최근 비엔나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건물 이전에 따라 Radio Max는 앞으로의 IT 요구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Radio Max의 기술 코디네이터이자 기술 
사업부 부총괄 책임자인 Markus Stangl은 "기존 네트워크는 장애에 대비한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용량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티미디어와 같이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지원 함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 100명 가운데 대다수가 
프리랜서인데, 프로그램 녹음과 편집을 위해 스튜디오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긴 하지만 
Radio Max의 도구와 정보에 원격으로 액세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국의 
방송 아카데미 교육 세미나에 찾아오는 방문객 및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도 이와 
비슷합니다.

Stangl은 "전에 사용한 두 개의 다중 공급업체 네트워크에서는 모두 사용자 인증이나 
프로파일링 기능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든지 노트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장치도 없었고, 오래된 구성 
요소 때문에 사용자 환경 또한 열악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해결책

전에 네트워크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sco에 연락한 적이 있었던 이 방송국은 
Cisco® Borderless Network 아키텍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했습니다. Radio Max는 
Cisco 솔루션을 이용하는 타 방송사 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난 이후, 이 검증된 
설계 솔루션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 사례 연구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BYOD 
협업을 보장 지원 

오스트리아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Cisco ISE 및 BYOD Smart Solution으로 독창성과 제작 품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고객 이름: Radio Max

업종: 방송사

위치: 오스트리아

직원 수: 100명

과제

• 직원들이 어떠한 장치에서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협업하도록 지원

• 열악한 네트워크 성능으로 인한 제작 
문제 해소 

• 멀티미디어와 같이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지원

해결책

• 차세대 ID 및 액세스 제어 정책 플랫폼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과 
BYOD(bring-your-own-device) Smart 
Solution을 사용하는 Cisco Borderless 
Network

결과

• 동일한 IT 리소스로 더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 지원 가능

•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가용성, 보안 및 사용자 환경 개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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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멀티미디어와 같이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지원과 함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원했습니다."

Markus Stangl
기술 코디네이터 및 기술 사업부 부총괄 책임자

Radio Max

고객 사례 연구

현지 서비스 공급자인 Diamond Informatics와 협력하여, Radio Max는 14개의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이 포함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오디오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사무실과 관리, 편집자 및 게스트를 위한 개별 도메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Cisco Borderless Network 설계는 Cisco Catalyst® 4500 및 6500 
Series 스위치와 Cisco Aironet® 350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 및 5508 Series 
Wireless Controller 기반의 무선 L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중심에는 
유선, 무선 및 원격 액세스를 비롯한 모든 도메인의 보안 관리를 통합하는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가 있습니다.

Cisco TrustSec® 아키텍처의 일부인 ISE는 Cisco BYOD(bring-your-own-device) 
Smart Solution의 핵심 기능입니다. ISE는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 장치 프로필과 상태, 
위치(VPN,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서비스 요청에 대한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반 접근 방식은 사용자가 어떤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Stangl은 "우리는 신뢰성을 위해 두 개의 ISE를 사용하며, ISE의 역할은 오류를 
프로파일링하고 관리하여 네트워크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집자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려면, 우선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그러면 관리자가 
해당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영구적인 연결이 지원되며 ISE는 
게스트에게도 포털을 제공합니다. 게스트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ID를 인증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은 특정 시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라고 말합니다.

7개의 VLAN이 고정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반면, 오디오 시스템을 위한 무선 
VLAN 7개는 일반 사무실 인프라와 분리되어 유지됩니다. ISE는 엔드포인트 장치를 
프로파일링한 다음, 사용자를 적절한 VLAN에 연결합니다.

결과

ISE의 동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관리 업무가 줄어들고 IT 관리 부담도 줄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이전 네트워크보다 더 크고 복잡하지만, Radio Max IT 팀은 여전히 
동일한 리소스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 액세스 관리가 훨씬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Radio Max는 BYOD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휴대폰, 랩톱 또는 태블릿 사용을 선호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데 I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tangl은 "ISE 프로파일링 덕분에 장치 연결이 매우 쉽습니다. 장치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입력하고 프로필을 
할당한 다음 적절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게스트가 개인 장치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른 모든 내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게스트 VLAN으로 연결되므로 보안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Stangl은 "아직 성과를 수량화하지는 않았지만, ISE를 구축한 이후로 다운타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용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개월간 Radio Max의 직원 수가 10%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방송국의 ISE 기반 보더리스 네트워크는 다른 분야에서도 비즈니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ISE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액세스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스튜디오에서 실수가 줄어들어 제작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또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비디오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입니다."라고 Stangl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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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스튜디오에서 실수가 
줄어들어 제작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또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Markus Stangl
기술 코디네이터 및 기술 사업부 부총괄 책임자

Radio Max



향후 계획

향후 개선 사항으로, VLAN을 Cisco TrustSec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isco ISE 방화벽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IP 주소 대신 보안 그룹을 사용함으로써 Radio 
Max의 관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고객 사례 연구

추가 정보

Cisco Borderless Networ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isco.com/go/borderless를 방문하십시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isco.com/go/ise 를 
방문하십시오. 

제품 목록

라우팅 및 스위칭

 • Cisco Catalyst 4500 및 6500 Series 스위치

매니지먼트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 Cisco 5508 Series Wireless Controller 

무선

 • Cisco Aironet 350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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