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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연구 

개요 

고객 이름: Halifax Media Group 

 
업종: 출판 
위치: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회사 규모: 직원 수 2,560명, 33개 지점 

비즈니스 영향 
● 보조 MPLS 연결에 대해 매년 미화 36만 달러 

절감 
●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회사를 두 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킹 팀으로 지원 가능 
● 모든 사이트 간에 유연한 연결 제공 
●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체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인수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Media Group Prepares to Simplify Acquisitions and 
Disaster Recovery with All-in-One Network Device 

Halifax Media Group은 VPN, 방화벽, 재해 복구, SIP 연결을 위한 일체형 솔루션인 
Cisco 4451-X ISR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즈니스 당면 과제 
Halifax Media Group은 미국 남동부의 다섯 개 주에서 발행되는 
33개의 신문 및 계열 웹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Halifax는 인수를 통해 채 3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33개 사무소와 
2,56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은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관련된 강세 시장의 미디어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를 통해 성장하다 보니 네트워크 환경이 복잡해져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Halifax Media Group의 네트워크 
관리자인 Chris Tillett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킹 팀이 다섯 가지의 방화벽 솔루션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라우터 및 보안 디바이스 세트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인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출판 및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Halifax는 새로운 위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간단한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저비용의 재해 복구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 복구는 긴급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솔루션 및 결과 
Halifax Media Group은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로 표준화함으로써 인수를 단순화하고 재해 복구를 
제공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네트워크 변화의 첫 단계에서 Halifax는 모든 사무소에 있는 라우터와 방화벽을 Cisco 2900 및 1900 Series ISR로 
바꿨습니다. 이들 라우터는 연결, 방화벽, 침입 방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모가 큰 사무소에는 두 개의 라우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MPLS 연결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Cisco IOS® FlexVPN을 사용하는 사이트 간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사무소에는 FlexVPN을 위해 구성된 라우터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MPLS 연결을 없앰으로써 
이 회사는 매년 미화로 약 36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이제 Halifax는 변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사와 규모가 큰 사무소에 Cisco 4451-X ISR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인수와 재해 복구, 두 가지 사용 사례에 대해 새 라우터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2013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2 /  2 

“Cisco 4451-X ISR은 인수합병을 쉽게 만들어 주는 완벽한 제품입니다”라고 Tillett은 말합니다. “새 사무소에서 
라우터를 배송받기만 하면 10분 이내에 방화벽, MPLS 연결 및 FlexVPN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음성 서비스 
공급업체로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연결이 필요한 사이트에는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라이센스를 추가할 것입니다.” 

 

Tillett은 재해 복구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Cisco 4451-X ISR의 OTV(Overlay Transport Virtualization) 기능도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중에 Tillett은 OTV 및 VM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회사의 생산 환경과 매우 유사하게 
시뮬레이션된 WAN 환경 내에서 가상 머신을 이동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많은 것을 변경하지 않고도 위치 간에 
가상 머신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지역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Tillett은 말합니다.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방화벽, VPN, 재해 복구를 위한 가상 머신 등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Cisco 4451-
X ISR 덕분에 Halifax는 인수를 통한 성장 전략을 빠르고 손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Cisco 4451-X Integrated Services Rout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go/isr4451을 방문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방화벽, VPN, 재해 복구를 위한 가상 머신 등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Cisco 4451-X ISR 덕분에 Halifax는 인수를 
통한 성장 전략을 빠르고 손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Chris Tillett, Halifax Media Group 네트워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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