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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T업계의 최고의 화두는 IoE (Internet Of Everything)입니다. 

정부 및 기업 모두가 새로운 먹거리로 IoE를 생각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CEO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매출과 이익의 지

속적인 증가” 입니다. 이와 같은 CEO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의 역할이 중요

하나, IoE시대에는 특히 IT 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IT팀은 각 사업부서가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업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조직의 일반적인 역할이었습니다.그러나 IoE는 IT팀을 지원부서에서 새로운 세일즈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변화시키

고 있습니다. IoE는 고객과 접점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대용량의 Big Data를 만들어내고 이를 분석해서 새

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oE를 가장 잘 리드할 수 있는 조직은 IT조직이며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보와 새로운 읽을거리로 시스코와 여러분의 좋은 Connection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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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rend  
데이터 쓰나미에 대비한 데이터가상화를 논하다. 

시스코 코리아 금융그룹 컨설팅 SE     맹지선 이사  

“매일매일  한편씩 읽고 버리는 웹툰처럼, 매일 한번씩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는  저장하지 마셔요.”  
 

매일 확인해야 하는 영업 매출 데이터, 고객수 변동, 손익데이터는 데이터 가상화로 확인하고 보고한

뒤 저장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추출하고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요건별로 통합하고 애써서 저장한 뒤

에는 다시는 열어보지 않는 DB 용량이 꼭 저장이 필요한 DB 용량보다 많답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

하여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생성한 뒤에 저장하지 않는 데이터 가상화로 데이터 쓰나미에 대한 든든

한 대비책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1. 데이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인터넷 업무 환경이 가속화됨으로써,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수시로 생산되

고 있습니다. 몇몇 발 빠른 기업에서는 기업 내부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확대하여 사물인터

넷 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업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내부 데이터와 같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역

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기업조차도 매일 월별로 빠르게 손익을 분석하거나 고객 파트너 숫자를  

분석하는 등 분석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를 위해 복제한 용량이 원본 데이터보다 몇 배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5년전에 비하면 기업이 생산하고 보유하는 데이터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업이 보유하고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증가한다면,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복제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비용과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하

기 위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데이터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글로벌 기업에서는 2년전부터 이런 상황에 예측하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관리 측면보

다는 최대한 활용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생성하지만 데이터의 저장은 줄이는 `데이터 가상화` 전

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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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가상화란 무엇일까? 
 

데이터 가상화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버 가상화 라는 개념을 알고 있듯이 가상화

(Virtualization)란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던지, 어떤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던지, 어떻게 구현되

었는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용한지와는 상관없이 분석이나 쿼리 같은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는 오라클 DB나 테라데이터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에 위치하던지,  SAP HANA 또는 하둡 같은 빅데이터 소스에 위치하던지, 클라

우드 상에 위치하던지 다양한 소스 원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은 기업 내부에 존

재하는 비지니스 어플리케이션, XML 데이터, DW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데이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어디

에 위치해 있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 그룹은 데이터의 원천 소스의 위치와 물리적인 형식에 상관없이 쉽게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분산

된 데이터를 하나의 DB에서 보는 것처럼 통합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시스코의 데이터 가상화 기술인 

Composite 솔루션은 시스코 네트워크에 대한 노하우를 결합하여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

이터를 마치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것처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통합해서 필요한 인사이

트를 생성함으로써 신속한 비지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저장 없이 원천 소스를 건드리지 않

음으로써, 비지니스 속도를 높이고 IT 자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

합니다. 원본데이터를 ETL로 추출하여 전부 복제하고 분석한 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석한 결과

만 파악하고 저장하지 않거나 달라진 부분만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추출 생성 분석에 드는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금융기관 사례 
 

실제로 미국 대형 은행의 경우, 100 여 개가 넘는 비지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가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비지니스 의사결정을 위해 D+3일 이내 지

점별 손익 분석과 회사 전체의 수익성 분석, 고객당 가치변화 분석, 신용 리스크 분석 등이 필요한데, 재무

부서와 마케팅 부서에서 원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이 다르고 이것을 IT 부서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ETL로 

추출하여 새로운 마트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주다 보니 D+15일에도 손익분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의 확장이 없이는 신용 리스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는 거의 불가능 하였으며,  18개월의  

개발 기간과 구축비용이 예산을 훌쩍 넘어선 투자가 요구되었습니다. 경영진에서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Investment Banking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5년간 채권 포트폴리오의 동향을 산업 / 지역 / 신용 등급별

로 분석하기를 원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양의상품 및 계정데이터를 통합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

식이어서 이를 수행하지 못한 IT부서는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스코는 Composite이라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시계열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 엑셀, 표준 

SQL 데이터베이스 등 약 90개의 데이터 소스를 가상화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위해 약 5

주가 걸렸고, 대규모 구축에 소요되는 개발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선 통신장비기업인 퀄컴사, 세계적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파이저 제약회사, AIG 보험회사에서

도 시스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데이터 가상화로 생각의 전환을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통합 / 분

석 / 스토리지 복제를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이젠 분석을 위해 데이터 복제와 저장 공간을 늘리는 기존의 

방식 대신, 서버를 가상화하여 사용하듯이 데이터를 가상화하여, 어떤 형식의 데이터든 원할때, 필요한 방

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가상화로 저장이 아닌 활용에 중심을 둔 글로벌 

금융 기관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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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Networks 
효과적인 지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 Cisco IWAN Solution 

시스코 코리아 EN 스페셜리스트        조두권 차장  

그 동안 지점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지요. 이제 더 이상의 고민은 불 필요! 

효과적인 회선 활용을 통한 경제성, 눈에 보이는 트래픽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분석, 관리 이 모

든 것들을 시스코의 IWAN을 통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능인 IWAN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의 초 절대 강자인 Cisco! 그 중에서도 Router 장비에 대한 고객 분들의 사랑은 업계 1위의 

market share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Cisco는 단순히 회선의 link를 제공하는 

WAN router의 개념을 넘어서 똑똑하게 routing을 관리하고, 수 많은 지점 회선 환경을 좀 더 쉽고 편리

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인IWAN(Intelligent WAN)을 통해서 여러분의 CAPEX/OPEX에 대한 고민에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회선을 사용해야 할까? 
 

우리가 지점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라우터의 회선 비용이었습니다. 현

재 대부분의 지점 네트워크 구성은 높은 회선 비용이 드는 전용회선이나 MPLS VPN 대신, 인터넷 라인을 

이용한 VPN으로 되어있습니다.  Cisco ISR AX router는 다양한 Interface module을 통해 전용회선과 MPLS 

VPN 뿐 아니라, Metro Ethernet 또는 ADSL, 심지어는 Backup Line을 위한 3G/LTE interface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선 이중화 구성 시, 전용회선과 공용회선 간의 조화 또는 Active/Backup 회선 모두를 공용회

선으로 구성하여, 예산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다양한 구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Public망을 사용할 때 보안은 어떻게 하지?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Metro Ethernet 또는 ADSL line의 사용은 공용(Public)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트워크의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IWAN solution은 

WAN router 상에서 제공되는 통합 Firewall 기능과 함께, 다양한 VPN 기술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VPN 

장비가 제공하는 IPsec Encryption을 기반으로 DMVPN과 Easy VPN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들은 

Dynamic routing Protocol과 함께 동작하여, 기존 VPN이 가지고 있는 단점, 예를 들어, 지점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Center VPN 장비의 configuration 증가, Hub and Spoken 구조에서 지점 대 지점 간의 통신

은 반드시 Center 장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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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을 내 맘대로 조정하고 싶어요!! 
 

IWAN solution은 이중화된 회선을 이용하여 주요 업무 traffic은 encryption된 터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달하면서도 일반 internet traffic은 공용망을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선 사

용에 대한 고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WAN의 가장 획기적인 기술 중의 하나인 PfR

(Performance Routing) 기술을 통해서 특정 application traffic에 대해서 관리자 마음대로 경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Application을 관리하고 싶어요!! 
 

IWAN solution은 AVC(application Visibility & Control)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application별 traffic에 대한 실

시간 모니터링을 Cisco Prime Infrastructure와 연동하

여 제공합니다. 따라서, 특정 application의 traffic 이 증

가하면 QoS 정책을 적용하거나, PfR을 통해서 traffic을 

우회하여WAN 회선에 대한 Utilization을 높이고, 서비

스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분이 투자한 Network 장비 및 고정비가 발생하는 회선

에 대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합니다.  

 

 

 

지점이 많아지면 쉽게 확장할 수 있나요? 
 

ISR AX router는 라이선스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ISR 4451-AX router의 경우, 초기에 제공

하는 1Gbps의 성능에서 단지, 라이선스 적용만을 통해서2배의 퍼포먼스로 빠르고 쉽게 성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etwork 상의 traffic이 증가하여, bandwidth 증가를 고민할 때, WAAS 라이선스

를 통해서 가속기 기능을 하나의 Box에서 제공하여 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성능, Fire-

wall 보안 기능, WAAS 기능 등을 라이선스 기반으로 제공하여, network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

이 가능하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절감을 제공하고, 향후 확장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합한 라이선스만

을 구매/추가하여 대규모의 마이그레이션 없이도 네트워크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IWAN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대형 지점 네트워크 설계시에 가졌던 많은 고민들이 소록소록 떠오르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시스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IWAN 솔루션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 

이지요. 이젠 고민하지 마시고 시스코와 함께 유연하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복잡해진 서비스 시대, 새로운 IT 솔루션으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5 

Enterprise Networks 



Data Center  

출시 5년만에 북미,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Blade Server Market Share 1위를 차지한 Cisco UCS

는 가상화/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위한 차별화된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 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 

차별화된 혁신적인 기술을 소규모 Enterprise와 SMB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UCS Mini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쟁사들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활보하던 소규모 Enterprise와 SMB

시장에 또 한번을 돌풍을 일으킬 UCS Min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전, 시스코가 UCS를 x86 Server 시

장에 출시했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

들은 기대보다는 깊은 우려를 보였습니다. 

차별화될 것 없는 치열한 x86 Server 시장에 

IBM/HP/Dell과 같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

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코

의 진출은 다윗의 무모함으로 비춰 졌던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스코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깨끗하게 불식시키며 Blade 

Server시장에서 World-Wide 2위, 북미/호주 

등 주요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단 5년만에 말이죠 .” 

데이터센터를 평정한 UCS, 이제 SMB까지도 – UCS Mini  

시스코 코리아 데이터센터 스페셜리스트      강동환 부장  

“ 

UCS는 기존 벤더가 혁신없는 

발전만을 거듭해 오던 것 과는 달리, 3가지 혁신

을 x86 Server에 담았습니다. Unified Fabric, 

Unified Computing 그리고 Unified Manage-

ment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전히 많은 경쟁

사들이 Cisco UCS의 핵심적인 아키텍처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랜 시간 굳어진 x86

에 대한 고정 관념 때문일 것 입니다. 

 

UCS의 3가지 혁신을 담고 있는 Fabric Inter-

connect(이하 FI)는 전통적인 x86 Blade의 공통

적인 아키텍처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가상화

와 클라우드가 보편화된 지금, x86서버는 데이

터센터의 주된 컴퓨팅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x86서버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많은 제약 사항을 가져왔습니다. FI는 FCoE 

기반의 Unified Fabric를 통해 서버의 I/O 아키텍

처를 혁신적으로 단순화 시키고 데이터센터내 LAN, SAN 및 관리 네트워크를 통합했으며, Unified 

Computing과 Unified Management를 통해서 수많은 서버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해 주었

습니다. 현재의 가상화/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바로 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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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Mini는 Cisco UCS를 통합하

기 위하여 별도로 외부에 위치하

던 FI의 기능을 UCS Chassis의 IO 

Module에 통합한 새로운 FI(FI-

6324)가 적용되었으며, 2대의 

UCS Blade Chassis(16대의 Blade 

Server)와 4대의 Rack-Mount서

버를 연결하여 최대 20대의 서버

를 하나의 FI에서 통합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에서 UCS 

FI의 비용 부담 때문에 UCS의 혁

신적인 아키텍처를 선택하지 못

하셨던 고객분들께 부담없이 

UCS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

습니다.  

 

UCS Mini를 통하여 그동안 망설

여졌던 중소규모 마켓에서도 

Cisco UCS의 놀라운 혁신을 부담 

없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사들이 UCS를 공격하는 가장 첫번째 Point는 바로 이 혁신

적인 FI의 가격입니다. UCS Blade는 FI가 핵심적인 요소이며, 대규

모 (50~120대 정도)환경에서는 그 가격의 비율이 경쟁사의 

Switching Module에 비하여 오히려 낮지만, 소규모(10~20대 이

하) 환경에서는 전체 비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

쟁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쟁사들은 16대 규모로 비교한 가격 비교 자료를 

그들의 파트너나 고객분들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쟁사들이 오직 16대의 서버만으로 가격을 비교하

는 이유이며, Cisco가 새로운 UCS Mini를 출시한 이유이기도 합

니다.  

UCS FI-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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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협업 솔루션이 점점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개인용 장비 군에 대한 마켓

의 요구 사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시스코 DX시리즈는 가격, 품질, 디자인 등 기

존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시스코의 모든 기술을 하나로 모은 

책상 위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  

시스코 코리아 콜레보레이션 스페셜리스트      이덕주 부장 

1994년 모 신문사는 “신세계”라는 특집을 통해 2020년 어느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상상을 글로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인터넷 기반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재택근무,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화상통화가 되는 손바닥만한 휴대폰, 태양열에 의한 난방 그리고 로봇청소기까

지 2014년 오늘의 일상을 미리 다녀간 듯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많은 매체들은 ‘미래가 정

말 저렇게 바뀔까’라는 허무 맹랑하고 신기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상 20년 전의 이야기를 돌려놓고 보면, 말도 되지않았던 상상이 오늘을 만들어왔고, 또 그렇게 내일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월스트리트저널에 시스코 존 챔버스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새로운 화상회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그는 “스타트렉같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시스코 텔레프리젠스 제품에 

녹여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8년전 시스코가 처음 텔레프리즌스를 시작하던 무렵, 행사장의 컨테이

너 부스에 있던 체험관이 그저 낯설고, 현장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소

했던 그 출발이 스타트렉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첫 발걸음이었다니! 기사를 읽고는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런 상상의 출발점에 있던 시스코 텔레프리즌스는 기업내 솔루션으로 선전해오고 있

지만, 개인용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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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으로 배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과 책상 

위에 두기에는 너무나 투박한 디자인이 가장 큰 이

유였는데요. 시스코는 시장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개

인용 솔루션 라인을 가진 탠드버그를 인수한 이래, 

지속적으로 보편화된 개인용 단말 개발을 거듭해왔

습니다. 그 결실로 기존의 EX 시리즈를 넘어 2000불

내의 저렴한 가격과 RedDot 디자인의 인정을 받은 

깔끔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DX 시리즈를 시장에 

새로이 선보였습니다.  

 

새로 나온 DX는 어느 첩보 영화에서 보았던 국가 

기밀 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책상 위에 옮겨놓

은 또 하나의 상상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텔레프리즌스 시스템의 풀 HD 카메라와 방향

을 감지할 수 있는 지향성 마이크를 개인용 단말에 

적용하여,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듯한 생동감 넘

치는 화상 회의를 내 책상 위에서, 공간의 차이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젠 1994년도에 그려진 미

래의 재택근무 환경에서 훨씬 진화된, 공간을 넘어

선 업무 환경이 시스코 DX 시리즈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DX로 누릴 수 있는 시스코 협업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5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오디오/비디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되어 고객이  

필요한 앱을 자유롭게 개발해서 자신의 단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함께  

제공합니다.  

둘째, 멀티 터치 기반의 화면, 자료 공유 기능 및 무선 지원으로 진정한 콜레보레이션을 위한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셋째, 개인용 단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인 디자인은 RedDot 디자인 수상을 통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넷째, 시스코 UCM 아키텍처와 연동해 누구와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풀 HD 카메라와 4개의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 기존 텔레프레즌스의 품질을 개인용  

장비 군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마켓에서 기다려온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함으로 전화에서 화상회의까지 시스코 협업 솔루션

의 핵심 기능을 DX 시리즈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이제 누군가를 직접 만났는지 혹은 원격화면으로 만났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존 

챔버스 회장의 스타트렉에 대한 꿈은 우리가 일하고, 즐기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 흥미로운 모습으로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시스코의 고민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를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9 

Collaboration 



Security  

최근 시스코에서 발표한 AMP Everywhere 전략을 통해 특정 시점 뿐만 아니라 회귀적 분석 기법

을 통한 우회 통과된 APT 공격의 징후 까지, 공격의 전 과정에 걸쳐 사이버 킬체인(Cyber Kill 

Chain)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코의 차세대 APT 방어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APT공격 방어를 위한 시스코 무력화 전략!  

시스코 코리아 보안 스페셜리스트      김용호 부장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는 요즘, 기업의 귀중한 IT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의 IT 환경 교

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되는 악성코드들 또한 엄청나게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한 때는 샌드박싱 기술

이 이런 공격에 대한 만능 해결책으로 최고의 방어막으로 알려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간단

히 우회해버리거나 특정 타겟에서만 악성코드로 둔갑하는 스마트한 변신술 등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기업 IT 환경으로 침투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미의 대형 리테일사의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악성코

드의 침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사기사건이 접수되고 나서야 문제점이 인식되어 크게 

기사화되었습니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구비한 상황이었지만 기존 방어체계의 심각한 결함들이 있음

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오래 전부터 함께 해왔으며 그 결과 공격의 전/중/후 전단계에 걸친 전방

위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시점은 물론 과거의 데이터까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회귀적 분석 기술

이 접목된 새로운 보안 모델을에 기반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성과 확장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AMP Everywhere 전략을 통해, 

기 보유한 시스코의 모든 보안 장비에 AMP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AMP for Network제품은 시스코의 

FirePOWER 플랫폼과 결합하여 공격 전/중/후 전단계 걸친 APT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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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APT 공격의 전형적인 형태인 사이버 킬체인(Cyber Kill Chain)의 연결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잠재된 위협은 물론 선제적인 방어로 기업 내부로의 침투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최

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정교한 이메일 공격 및 무작위적인 공격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준비를 감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의 악성코드 캠페인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코의 이메일 보안 어플라이언스(이하 ESA) 및 웹 보안 어플라이언스(WSA)에도 AMP기능을 탑재하

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특정 시점기반의 악성코드 차단 기능과 더불어 AMP의 클라우드기반 파일 

샌드박싱 기술, 회귀적 분석 기능을 통한 유입된 악성코드의 추적 및 차단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완벽

한 방어체계를 갖추도록 지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코는 최근 업계의 최고 샌

드박싱 및 악성코드 분석기술 및 제

품을 보유한 쓰렛그리드(ThreatGrid)

를 인수하였습니다. 쓰렛그리드의 기

술력은 북미 법원에서의 디지털 증거

로 인정받는 EnCase의 디지털포렌식

을 위한 악성코드 전문 툴로 채택될 

만큼  전문 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있

습니다. 이 쓰렛그리드의 로컬샌드박

싱 기술 및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싱 

기술을 AMP에 더함으로써 더욱 강력

한 APT 방어 솔루션으로 자리 매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쓰레그리드는 풍부한 API를 제공하여 다양한 SIEM 또는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한 상관

관계 분석 기반의 선제적 방어 기능까지 제공할 예정이어서 시스코의 새로운 보안 모델을 완벽히 소화

하여 기업에 다계층적(Multilayered) APT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려

분들의 APT 공격에 대한 걱정은 시스코의 새로운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해진 AMP의 완벽한 

APT 방어 체계를 통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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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지난 수십년 동안 굳건하게 엔코더 시장을 호령해왔던 appliance 형태의 방송 플랫폼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프로세싱 가상화가 그 주인공인데요, 

시스코가 제시하는 새로운 비디오 플랫폼의 방향과 현황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업계에도 따뜻한 가상화 바람이 분다 –Virtualized Video Processing  

시스코 코리아 SP 비디오 스페셜리스트      서재성 부장 

House of Cards란 미드를 아시나요? 작년 Netflix에서 제작한 이 드라마는 에미상(Emmy Awards)에서 최

우수 드라마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모든 에피소드를 단숨에 봤는데요, 내용의 치밀함 

뿐만 아니라 작품 완성도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은 시즌 II의 모든 

에피소드를 UHD(또는 4K)로 제작하겠다는 것이었고, 지난 4월부터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

습니다. 연기자의 땀샘까지 보이는  HDTV의 고화질에 감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HD보다 4배 더 

선명하고 입체감이 살아있는 UHD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현실이 되었네요. 

 

시청자들은 더욱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즐기게 되어서 좋아졌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보지이 않는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진보된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K 영상를 제작하기 위한 전용 방송 장비, 이러한 영상을 인코딩하

고 서비스하기 위한 비디오 플랫폼 그리고 증가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기반 기술들 중에서 영상을 인코딩하고 서비스 하기위한 비디오 프로세싱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나 네트워크와 같은 용어는 시청자들에게 어느정도 친숙한 용어

들이지만, 비디오 해상도를 서비스에 따라 변환하는 인코딩, 트랜스코딩과 같은 개념은 실제 서비스에 

드러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엔코더는 성능을 고려하여 appliance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빠른 응

대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위한 유연성이 요구되면서 엔코더 시장에도 가상화를 통한 민첩성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주요 비디오 플랫폼 현황과 시스코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Netflix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방송업계에서 최근 최고의 이슈라면 HEVC

(High Encoding Video Codec)의 표준화/상용화 및 이를 이용한 4K서비스라

고 하겠습니다.  HEVC는 기존(H.264) 영상 품질을 유지하면서 30~50%까지 

대역폭을 절감할 수 있는 엔코딩 기술로 이미 모바일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

며, 지원 단말이 늘어날수록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리고 HEVC를 사용한 차세대 방송서비스인 4K 서비스는 일부 시범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기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주

체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송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H.264기반으로 구축된 방송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촉매제

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EVC/4K : 차세대 비디오 플랫폼 시대를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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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는 기존의 형태와

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전통적인MPEG2에서 H.264로의 진화 및 SD에

서 HD로의 진화의 경우, 장비 대 장비의 교체를 통

해서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

지만 IT 인프라스트럭쳐가 클라우드기반으로 진화

하면서 변화의 영역이 비디오 프로세싱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appliance를 통한 플랫폼의 

확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변화를 시스코는 어떻게 준

비하고 있는지, 시스코가 지향하고 있는 비디오 프

로세싱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 새로운 플랫폼 탄생을 예고하다.  

V2P는 시스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Evolved Service Platform(ESP)의 진화에 방향을 맞

추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그림1 에서와 같이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들은 API로 연동되어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 계층은 Xcode Engine(XE)로 불리우는 프

로세싱 엔진 계층입니다. DCM( H/W)과 Anyres(S/

W) 엔진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

한 엔진을 사용하여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서비스 

요청에도 끊김 없이 다이나믹하게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중간에 있는OpenStack기반의 Orchestration 계층

은 하위 프로세싱 엔진을 가상화하여 상위 어플리

케이션 요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과 템

플릿 기반 하에 서비스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자원

들을 구성하며, workflow를 자동화하고, 엔진들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provisioning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에 있는 서비스 계층은 VSM(Video 

Service Manager)을 통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서

비스를 구성하며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하위의 

복잡한 구성들을 가상화하여  간결하면서도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혁신적인 기술 발전

은 비디오 프로세싱 플랫폼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시스

코  V2P와 함께  즐기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스코 가상화 기반 비디오 프로세싱 

플랫폼(V2P)은 어떤 모습인가? 

[ 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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