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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약 

고객 이름: MacArthur Corporation 

 
 
 
업종: 건축 자재 총판사 

위치: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부와 서부에 36개의 유통 지점과 

두 개의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직원 수: 500명 

비즈니스 과제 

● 지점 대역폭의 추가 없이 네트워크 혼잡 완화 

및 성능 유지 관리 

● 웹 보안 강화 및 중앙 집중화 

네트워크 솔루션 

● Cisco Cloud Web Security를 갖춘 Cisco ISR 

G2 

비즈니스 성과 

● 추가 대역폭 또는 운영 비용 없이 
원활한 네트워크 성능 제공 

● 원격 사용자를 위한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집중식 인터넷 보안 

● 헬프데스크 지원 요구 사항 감소 

 

 
 
 

고객 사례 연구 

 
 
 

 

웹 보안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건축 자재 총판사 

 
 

 
 

클라우드에서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고 보호하여 대역폭 

추가 없이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는 MacArthur Corporation 
 

비즈니스 과제 
 

MacArthur Corporation은 주택 및 상업 건축에 사용되는 지붕재, 

외장재, HVAC 및 기타 건축 자재를 제공하는 총판사입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36개의 유통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서부 및 산간 지방과 서부 연안의 제조 시설 두 

곳을 인수했습니다. 
 

기본적인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아키텍처를 보유한 

MacArthur의 네트워크는 원격 사이트를 세인트폴에 있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여 모든 기업 리소스 계획, 이메일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도 액세스합니다.  

정보 기술 담당자 Jon Reineke에 따르면, 이 회사는 4년 전에 Cisco 

기술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공급업체의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동 중단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해당 

장비를 Cisco
®
 2800 Integrated Services Routers (ISRs)로 교체하여, 

Reineke와 그의 팀은 가동 중단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ISR을 사용하여 원격 사이트에 있는  

직원들의 랩톱에 안전한 VPN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이러스 백신과 안티스팸 이메일 보안 

솔루션 및 Cisco Web Security Appliance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당시 CallManager로 불리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세인트폴에 있는 인프라에 추가하여 음성 커뮤니케이션 관리 네트워크 

전역을 중앙 집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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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MacArthur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세인트폴을 통해 백홀링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인트폴에 소재한 시설은 30메가비트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링크 및 50메가비트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지원되고 있었지만,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 양 때문에 

네트워크 전반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부 지점은 T1 연결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제조 시설 중 한 곳에서는, 사용자 60명이 회사의 중앙 집중식 ER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대부분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안 측면에서는 지점마다 지역화된 솔루션이 인터넷 액세스 제어 및 네트워크 보안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Reineke는 "우리 회사의 원격 사용자 중 다수가 회사 랩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용자가 PC로 웹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문제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악이나 기타 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와 악성코드가 포함된 기기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들 사용자들에게 다운타임이 자주 발생했고, 고작 세 명뿐인 IT 직원이 감염된 PC를 고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업무적 용도든 개인적 용도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 원격 직원의 인터넷 사용을 본사로 다시 라우팅하는 

것은 네트워크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해결 과제는 값비싼 대역폭을 추가하지 않고 보안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높은 네트워크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솔루션 
 

해결책은 클라우드 기반 웹 게이트웨이인 Cisco Cloud Web Security였습니다. 이 보안 및 필터링 솔루션은 지사 

라우터에서 웹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클라우드에 리디렉션하여 중앙 집중식 보안 관리 및 인터넷 사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MacArthur의 본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터넷 액세스를 백홀링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앙 및 원격 위치에서 네트워크가 정체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역폭을 추가해야 했던 것은 특정 사이트에 사용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T1 회선의 비용이 매월 600~8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특정 지점에 보조 회선을 추가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 MacArthur Corporation, 정보 관리자, Jon Reineke 

 
Cisco Cloud Web Security는 추가 하드웨어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데스크톱에서든 

모바일 PC에서든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각 ISR에 개별적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되므로, 필요에 따라 한 

지점에 하나씩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수 및 웹 콘텐츠의 양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acArthur는 솔루션을 사이트별로 신중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Reineke와 그의 팀은 상대적으로 사용자 

수와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이 많은 이 회사의 2개 제조 시설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 Cisco Cloud Web Security를 

지원하는 Cisco 2900 Series ISRs 2
nd

 Generation (ISR G2s)으로 Cisco 2800 Series ISR을 교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 사용량, 현재 네트워크 연결의 대역폭, 대역폭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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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일 보안 및 액세스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이 솔루션을 더 많은 

현장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랩톱에까지 확대하면서 더 점진적인 정책을 다양한 사용자 

등급과 그들의 요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MacArthur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지원하게 된다면 Cisco Cloud Web Security를 통해 이러한 장치 

역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Reineke에게 Cisco Cloud Web Security의 구축으로 얻게 된 가장 큰 혜택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웹에서 액세스해서는 안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필요한 모든 것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늘 빗발치던 헬프데스크 지원 요청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솔루션의 신뢰성에도 만족합니다. "이 솔루션은 항상 가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주 드물게 Cisco 

Cloud Web Security에서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을 때, 수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자동 이메일 

알림을 받습니다." 

 

 
제품 목록 

 
● Cisco 2900 Series ISRs 2

nd
 Generation 

(ISR G2s) 

● Cisco Cloud Web Security 

 
그와 동시에 Cisco 클라우드 기반 웹 게이트웨이는 구축된 모든 

장소에서 대역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트래픽을 세인트폴을 

통해 다시 보낼 필요가 없으므로, 지점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라고 Reineke는 말합니다. 당시 대역폭을 

추가해야 했던 것은 특정 사이트에 사용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T1 회선의 비용이 매월 600~8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특정 지점에 보조 회선을 추가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추가 정보 
 

Cisco ScanSafe가 포함된 Cisco ISR Web Securit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en/US/prod/vpndevc/ps6525/ps6538/ps6540/isr_web_security.html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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