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서  

Data Center Services System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코어 네트워크 간의 긴밀한 연계 창출  

개요개요  

 네트워크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 향상  
 프로바이더들이 새로운 매출 기회 활용 가능  

-
 

 
 NPS(Network Positioning System)  

 클라우드 VPN(CVPN) 

이러한 기술과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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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모바일 서비스, 클라우드 기술의 컨버전스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IP 차세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미디어넷에서 사용자 요구에 맞게 변경 가능한 비디오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모바일 장치의 수와 기능은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고객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능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현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프로바이더의 

네트워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래픽은 더 이상 단순하게 가입자에서 네트워크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새로 부상하는 서비스들은 가입자로 흘러 

들어가고 나오는 흐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센터 간에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이러한 역학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새로운 트래픽 패턴을 최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코의 DCSS(Data Center Services 

System)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DCSS의 두 가지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DCSS가 차세대 IP 네트워크의 장점과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의 장점을 결합한 일련의 기술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DCSS 기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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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세기의세기의 서비스서비스

지난 몇 년간 사실상 거의 모든 시장에서 프로바이더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한 매출 기회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모든 부문의 프로바이더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유선운영자 등 모두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뛰어난 제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서비스도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서비스는 한때 규모가 큰 스튜디오나 방송국, 케이블 운영자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작업체와 배급업체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UGC(사용자 생성 컨텐츠)와 
인터넷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컨텐츠 형식과 스트리밍이나 모바일과 같은 배포 방식은 모든 유형의 프로바이더들이 
뷰어십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장은 기본적인 음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는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의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에코시스템은 21세기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유형의 프로바이더들이 급변하는 에코시스템에서 관련성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3가지 추세에는 하나의 공통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방향화되고다방향화되고 있는있는 트래픽트래픽 패턴패턴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든, 다수의 엔드포인트로 
비디오를 캐시하고 배포하는 것이든, 최신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는 모바일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앱스토어(app 
store)"이든, 데이터 센터의 역할은 네트워크만큼이나 이러한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가 네트워크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수년간 있어 왔던 네트워크와 가입자간의 1차원적인 흐름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다방향 트래픽 패턴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새 패턴을 보여주는 몇가지 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프로바이더나 그 파트너들은 이제 가입자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와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가입자 엔드포인트에서 또 다른 엔드포인트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도 이동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간에도 워크로드와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입자에게는 완전히 투명하게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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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 1. 1.  차세대 인터넷 다방향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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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소스에서 비디오 컨텐츠가 생성되고 있고, 컨텐츠 증가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무엇을 볼지, 어떻게 볼지 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거실에서 TV로 볼 수도 있고, 랩탑이나 게임 콘솔, 
기타 휴대용 장치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바이더들은 멀티 미디어에 최적화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인 미디어넷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넷에서는 프로바이더들이 그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컨텐츠 획득과 장기간 보관을 위한 국가 미디어 센터에서 지역 광고 삽입 배포를 위한 지역 데이터 
센터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뷰어 환경을 제공하도록 자주 액세스하는 컨텐츠가 캐시되는 프레젠스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스코는 ASR 9000에 AVSM(Advanced Video Services Module)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AVSM은 컨텐츠 캐싱, 광고 삽입, 빠른 채널 변경, 오류 정정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통합 에지에서 
테라바이트급의 스트리밍 용량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장치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지만, 모바일 장치 파워의 실제 소스는 연결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 볼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turn-by-turn 방향이든, 기업으로부터 푸시되는 
이메일이든, "앱스토어(app store)"의 인기 애플리케이션이든, 가입자의 경험은 핸드셋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풋프린트 
전체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간에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에서 가입자로 흐르는 트래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간의 새로운 동적 트래픽 흐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운영자들은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의 다방향 특성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백서  

IP NGN 2.0 IP NGN 2.0 및 Unified Service Delivery:  Unified Service Delivery: 트래픽트래픽 패턴패턴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동적동적 응답응답  

 서비스 라인 전체 제품을 단일 기술 기반을 활용하여 통합함으로써 고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확보  

 기존 장비와 최고의 운영 사례를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시기 단축

 
 인프라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운영 비용과 자본 지출 절감  

 NPS(Network Positioning System): 위치 기반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향상된 근접성 서비스

 클라우드클라우드 VPN VPN: VPN 자동 연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튜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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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시스코는 혁신적인 IP NGN(Next-Generation Network) 아키텍처를 통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비즈니스와 
운영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원래의 IP NGN 아키텍처(IP NGN 1.0)는 전용 네트워크(TDM 음성, 
ATM 전송, Frame Relay 데이터 등)에서 코어, 통합, 액세스 티어에서의 차세대 IP 네트워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최근의 극적인 시장 변화에 부응하면서 시스코는 IP NGN 아키텍처를 차세대 IP NGN 2.0으로 발전시켰습니다. IP NGN 2.0 
아키텍처는 네트워크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프로바이더들이 자사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개의 상대적으로 분리된 서비스(음성, 비디오, 데이터, 무선네트워킹)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바이더들은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풍부하고 완전 통합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가 포함된 무선네트워킹 서비스,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매니지드 서비스, 또는 텔레비전과 
온라인 환경을 통합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 무엇을 지원하든, IP NGN 2.0은 인프라,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혁신적인 All-IP 기반을 사용합니다.

IP NGN 2.0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요소는 Cisco® Unified Service Delivery(USD) 솔루션입니다. USD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가장 큰 자산인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의 각 장점을 결합하여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USD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이 각각을 합했을 때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Cisco USD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 해당 네트워크 전체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가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대체로 공통 IP 네트워크는 오리지널 IP NGN 아키텍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공통된 USD 
베이스라인을 통해 프로바이더들은 그들의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단일한 수평 프랫폼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이 IP NGN 2.0 아키텍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플랫폼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는 데는 서로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스코 USD 
솔루션은 이러한 요소들 간의 호환성을 근본적으로 제공합니다.

Data Center Services System은 IP NGN 2.0 아키텍처와 USD 솔루션에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엔드-투-엔드 시스코 인프라에 고유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Data Center Services SystemData Center Services System

트래픽은 차세대 IP 네트워크에서 다방향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은 이들 전체에 흐르는 데이터 센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향상된 가시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디오, 모바일 및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확장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코는 DCSS(Data Center Services System)를 사용하여 IP 네트워크 인프라 플랫폼을 확장합니다. DCSS에는 다음 2가지 
핵심 기술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서  

그림그림 2. 2.  Data Center Servic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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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Positioning System: Network Positioning System: 네트워크용네트워크용 GPS GP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컨텐츠(파일, 영화, VoIP 게이트웨이/브리지, 피어, 서버 등)의 위치 찾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방법과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동적으로 추가 및 이동하려면 전통적인 IP 연결 모델에 대한 향상이 필요합니다. Network Position-
ing System에서는 엔드포인트가 일반적으로 홉(hop)과 같은 조잡한 측정지표에 좌우되는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습니다.

NPSNPS란?

Network Positioning System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향상된 근접성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접성은 
“주어진 목록에 있는 대상 목표 중 어떤 것이 특정 요청자와 가장 근접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DNS(Domain 
Name System), RTT(Round-Trip Time) 측정, 수동 구성과 같은 다양한 기법이 근접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중 일부는 네트워크 라우팅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되지 않는 반면, 관리가 유연하지 못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해 권장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라우팅 프로토콜(IGP/BGP), 관리 통계 및 정책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Network Positioning System은 고속도로에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탐색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네트워크를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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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 3. 3.  NPS(Network Positioning System) 사용 사례 

 

 라우팅은 소스 기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지만, NPS 근접성은 서버 기준에서 여러 목적지에서 
소스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합니다. 즉, 라우팅이 컨텍스트화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는 토폴로지, 라우팅, 상태, 성능, 정책 및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어냅니다. NPS의 근접성 기능은 레이어 3 이상에서 작동되므로, MPLS VPN은 물론 여러 자율 시스템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NPS에 사용된 근접성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소스의 정보를 통합하고 연관시키고 결합합니다.

 애플리케이션별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된 위치 기반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와 근접성 서버 간에 
표준 기반 근접성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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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NPS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인기 스포츠 컨텐츠가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그곳에 있는 한 데이터 센터에 상주해 있습니다. 미국의 한 TV 

스튜디오에서 이 컨텐츠를 편집 후에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미국 스튜디오에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컨텐츠에 

액세스하기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컨텐츠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 네트워크는 레이어 3–7 인텔리전스를 모두 통합하고 NPS에서 미국 스튜디오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컨텐츠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정보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줍니다.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는 

이제 이 컨텐츠 요청을 국가 데이터 센터로 리디렉션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인프라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본질적으로,

근접성 표준화 작업의 대부분이 시스코가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ALTO WG(Application Layer Traffic Optimization 

Working Group)에서 주관하는 IETF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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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된 보안

 차별화된 QoS

 멀티캐스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트래픽 복제 

 리치 트래픽 흐름 어카운팅 방식(Ne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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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지원 방식

네트워크 트래픽 요구사항이 진화하여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도달성의 계층적 제약성을 완화하게 되면, 

인프라는 컨텐츠와 사용자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P2P(Peer to Peer) 분야에서와 유사합니다. 

한동안 프로바이더들은 이러한 추세가 대역폭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NPS를 

사용하면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최상의 경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써드파티 또는 OTT(over-the-top) 프로바이더에는 물론 컨텐츠 제공 네트워크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NPS를 일반적인 서비스로서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VPN: 네트워크 연결 자동화클라우드 VPN: 네트워크 연결 자동화

연말에 워크로드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추가 리소스를 위해 프로바이더를 찾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최신 멀티 미디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 현상이 일어납니다. 프로바이더들은 온라인 정체를 막기 위해 여러 데이터 센터로 컨텐츠를 신속하게 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긴급하게 올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프로바이더가 공유 인프라 전체에 리소스 요청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안과 QoS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클라우드 VPN이란?클라우드 VPN이란?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클라우드 VPN 연결에서 동적 트래픽 패턴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워크로드나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기반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의해 추가 리소스가 요구될 경우, 데이터 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연결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IP/MPLS를 사용한 레이어 3 또는 레이어 2 VPN과 같은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플레인 트래픽을 위해 새로운 연결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제어 플레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코어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에지에서 제대로 설정되고 구현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지속적으로 경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다음을 포함한 레이어 3 IP/MPLS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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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 4. 4.  클라우드 VPN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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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클라우드 VPN은 종량제 방식(“pay-as-you-go”)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여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나 
온디맨드 환경에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분기말에 기업의 
워크로드가 증가하는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토리지와 컴퓨팅과 같은 내부 데이터 센터 리소스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기업은 네트워크에서 요청을 시작할 수 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해당 기업의 워크로드 요구에 가장 잘 맞는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NPS를 통해 가장 적합한 데이터 센터를 기업에게 알려줍니다. 
기업은 프로바이더가 가장 적합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프로바이더는 자동으로 클라우드 
VPN을 인스턴스화해서 목적지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리소스로부터의 추가 
워크로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어 기업의 인프라 압박이 완화됩니다. 이로써 네트워크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리소스에 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적이면서 사전 프로비저닝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거나, 공용 
인터넷을 이용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만 보안과 QoS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클라우드 VPN은 최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온디맨드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필요가 발생할 때, 사용량에 따라 안전하고 확실한 네트워크 
연결을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컴퓨트와 스토리지와 같은 리소스는 
이제 여러 지리적 위치에 걸쳐 분산됩니다. 안타깝게도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 대다수 애플리케이션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아키텍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가상화, 워크로드 이식성, 클러스터링, 스토리지 연결 등의 
기능을 위해 노드 간에 레이어 2 인접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레이어 2 인접은 DCI(Data Center Interconnect) 영역의 
다양한 기술을 통해 달성됩니다. 가상 사설 LAN 서비스(VPLS)와 같은 DCI를 위한 방법은 많이 있지만, 시스코 혁신 기술인 
OTV(Overlay Transport Virtualization)가 확장성, 복원력, 투명성 면에서 데이터 센터의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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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 5.  5.  클라우드 VPN 및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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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VPN은 코어 및 에지 네트워크에 구현된 연결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들을 자동으로 상호 연결해주는 
방식이고, DCI는 넓은 영역에서 인트라 데이터 센터 연결을 확장해주는 방식입니다. DCI는 코어 및 에지에 구현된 모든 연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VPN과 같은 자동화 방식을 사용해야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지원 방식방식

일반적으로 자동화는 네트워크의 수동 관리 노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인프라 전체에 리소스 요청 수행 속도를 높여 운영 
민첩성을 높입니다. 클라우드 VPN은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IP 네트워크에 용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사전 프로비저닝된 대역폭 용량에 대한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IP/MPLS 네트워크의 
보안, QoS 및 멀티캐스트 이점은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프라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러한 기능을 써드파티 데이터 센터나 OTT 프로바이더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예: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종량제 방식 모델을 지원하므로 프로바이더들은 고객을 위한 인프라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구성요소

Cisco DCSS(Data Center Services System)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완벽하게 호환 작동되는 다양한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뛰어난 확장성과 풍부한 기능은 프로바이더에게 변화하고 있는 트래픽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P NGN IP NGN 라우터라우터

Cisco CRS-3 Carrier Routing System은 미디어 인식 가능한 Cisco IP NGN인 미디어넷의 일부로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운영을 제공하고 수많은 단일 섀시 폼팩터에서 대용량 멀티 섀시 시스템으로 쉽게 확장됩니다. Cisco CRS-3 제품군은 Cisco 
CRS-1 초기 모델 성능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Cisco CRS-3 제품군은 4슬롯, 8슬롯, 16슬롯 단일 섀시로 구성되며, 
대용량 322Tbps로 멀티 섀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합니다. Benes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3단계 스위치 패브릭을 갖춘 
Cisco CRS-1에서 채용한 미드 플레인 설계 기능은 Cisco CRS-3에서도 계속 채택되었습니다. Cisco CRS-3은 코어 및 DCSS 
기술이 업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특수 설계된 칩셋 아키텍처인 QuantumFlow Array에 의해 구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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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 6. 6. Cisco CRS-3 제품군

 

그림그림 7. 7.  Data Center 3.0 (Cisco Nexus 스위치, Unified Computing System)

 

추가추가 정보정보  

Cisco Data Center Services System 정보: www.cisco.com/go/crs  

시스코 네트워크 클라우드 정보: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1/ns525/ns537/white_paper_c11-532553.html  

Cisco CRS 제품군 정보: http://www.cisco.com/go/crs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시스코 솔루션 정보: http://www.cisco.com/go/sp   

코어 네트워크를 위한 시스코 솔루션 정보:   
http://www.cisco.com/en/US/netsol/ns573/networking_solutions_solution.html  

Cisco Nexus 스위치 정보: http://www.cisco.com/go/nexus

데이터 센터 솔루션 정보: http://www.cisco.com/go/datacenter   

OTV(Overlay Transport Virtualization) 정보:   
http://www.cisco.com/en/US/prod/switches/ps9441/nexus7000_promo.html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스코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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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Flow Array는 높은 대역대에서 단일 흐름 성능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러 구성요소가 동시에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ata Center 3.0 Data Center 3.0 스위치스위치 및 통합통합 컴퓨팅컴퓨팅

시스코의 Data Center 3.0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용으로 특수 설계된 스위칭/라우팅/컴퓨팅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은 네트워크, 프로세싱, 스토리지 및 가상화 리소스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한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통합 패브릭은 이 플랫폼 설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합 패브릭은 
서로 다른 트래픽 유형을 성능과 가용성이 뛰어난 하나의 범용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대폭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Cisco NexusNexus® 제품군은 통합 패브릭과 Data Center Services System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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