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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Service Provider)의 IP 서비스 트래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아키텍처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양한 IP 서비스 전송망에 
최적화된 아키텍처여야 함

• 기존 Non-IP TDM 서비스 트래픽은 트래픽 양이 작고 
일시적인 편이며,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전송망 아키텍쳐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기존의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인프라는 IP 서비스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높은 총소유비용(TCO)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킹 레이어 간 트래픽을 위해 대용량 라인카드에 
의존하며, 계층화되고 및 개별화된 인프라

• 각 네트워킹 레이어의 중복 및 레이버별 이중화 구조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리소스 활용률이 낮아짐(수익 
창출의 어려움)

• 각 네트워킹 레이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중복되고 독립적인 
스위칭 포인트, 제어 및 관리 영역으로 인한 높은 복잡성

• 계층 형태의 개별화된 인프라는 네트워크 도메인 간의 
수동적인 서비스 연결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운영 
자동화 및 짧은 서비스 리드타임을 위한 End-to-End 
Closed-Loop 자동화가 필요하게 됨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확장하여 트래픽 전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높이고 IP 서비스의 TCO를 낮추기 위해 시스코는 
새로운 컨버지드 SDN 전송망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간소화했습니다.
• 계층화된 현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대비 TCO 최대 40% 
절약

• IP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장비에 코히어런트 DWDM 
인터페이스를 통합, 이것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백홀 
애플리케이션용 IP 통합을 지원하는 낮은 TCO 솔루션으로 
설비투자비용(CapEx) 최대 50%, 운영비용(OpEx) 최대 
70% 절감

시스코 컨버지드 SDN 전송망 아키텍처의 특징:
• 400G 코히어런트 트랜스폰더 기능을 라우팅 기기로 
통합: 실리콘 광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IP 라우팅과 
코히어런트 DWDM를 융합함으로써 대용량 라우팅 플랫폼 
기반의 초소형 QSFP56-DD 내에서 400G 코히어런트 전송 
기술을 구현하고, 그레이 옵티컬 장비 대비 라우팅 포트 
집적도와 용량 모두 영향 받지 않는 서비스 라인카드를 지원 
가능케 함

• 전용 회선/OTN 서비스와 광 스위칭을 컨버지드 IP/MPLS 
단일 네트워크 계층으로 통합: 50ms 이내의 서비스 장애 
복구를 지원하는 세그먼트 라우팅(Segment Routing)을 
활용해 IP, OTN, 전용 회선 서비스를 IP/MPLS 단일 
네트워크 계층(단일 포워딩 영역과 단일 제어 영역)으로 
통합

• 엄청난 네트워크 간소화 및 높은 광섬유 활용률을 실현한 
Hop-to-Hop IP 코어 아키텍처를 채택: Contentionless 
ROADM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없애고, 광섬유 리소스 
활용률을 높이며(옵티컬 네트워크 수익성 극대화), 
샤논의 한계(Shannon’s Limit)에 의한 고비용의 
재전송(Regeneration)의 필요성을 줄임

• 서비스 경로 계산, 활성화, 오케스트레이션, 개선 및 
최적화를 이루며, 단일화된 컨버지드 IP+Optical 인프라에서 
Closed-loop의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동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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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는 IP 트래픽

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정체되어 있고, 네트워크 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트래픽은 

비디오, 게임, 가상/증강 현실 뿐만 아니라 5G와 미래 기술이 가져올 모빌리티 환경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2022년이면 통신 사업자는 2012년 대비 인프라 투자 시 1달러당 11배가 

넘는 트래픽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그림 1 - 시스코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VNI) vs. SP 네트워크 투자

인터넷 트래픽은 지난 5년 동안 30% 이상의 누적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장치가 서로 연결되고, 더 많은 콘텐츠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1. 

통신 사업자들은 이렇듯 대용량을 소비하는 서비스로 인해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기술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샤논의 한계에 계속해서 

근접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서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동화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원격 측정(telemetry),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각 계층이 개별화된 방식으로 

용량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패킷부터 광 전송망(OTN), 그리고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DWDM)까지 개별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비용과 복잡성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어 테스트를 거친 솔루션들이 효과가 

없거나 매우 적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규모와 효율성을 필요한 수준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Exabytes/month (EBpm)

기타 트래픽[EBpm] 비디오[EBpm]

$1
0억

CapEx[$10억]

전세계 ‘월별 소비자 IP 트래픽’ 및 연간 ‘SP 설비투자비용(CapEx)’

출처:

설비투자비용(CapEx) 
1달러당 매달 
900MB에 달하는 
트래픽을 ‘전송’시켜야 
합니다. (2012년 대비 
11배 증가)

890 Megabytes/month 
(MBpm)



DWDM 관리 영역
OTN 관리 영역
패킷 관리 영역

패킷 제어 영역(IP/MPLS, SR)

OTN 제어 영역(ASON/GMPLS)

DWDM 제어 영역(WSON/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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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기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 서비스 제공 속도와 효율성에 집중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동화와 

SDN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중복된 기존 네트워크 계층을 간소화 및 제거함으로써 IP 

트래픽 전용 네트워크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대체로 기존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볼륨이 작기 때문에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white paper의 목적은 IP 서비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성장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시스코의 컨버지드 SDN 전송망 

이니셔티브의 일부를 구성하는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솔루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컨버지드 SDN 전송망 아키텍처
전통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계층 간 서비스 연결을 위한 

라인카드에 의존하는 네트워킹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층 아키텍처는 라인카드 CapEx를 지나치게 

많이 필요로하며 계층 간 서비스 연결 시 수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네트워크 계층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제어 및 관리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용을 비롯해 네트워크 계획 및 최적화 측면에서 

서비스 보증, 장애 연관성, 경로 최적화에 엄청난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서비스 중심의 End-to-

End 및 Cloosed-loop 자동화를 원하는 통신 사업자에게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관련된 TCO2가 

매우 크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가 효율적인 비용으로 IP 서비스에 

대한 용량 수요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시스코는 IP와 옵티컬 영역을 융합하는 핵심 기술을 통한 

간소화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간소화는 

통신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네트워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고유의 복잡성을 해소시켜 

줍니다.

• 전송망 아키텍처의 혁신적 변화

• 적절한 비용과 옵티컬 파워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장거리 및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코히어런트 장착형 모듈

이런 이니셔티브는 컨버지드 SDN 전송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구현되어 있으며, 시스코의 비전인 미래형 인터넷을 구현하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네트워크를 개별화된 

인프라에서 새로운 아키텍쳐로 변화시켜 주는데,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단일 제어 영역을 가지는 컨버지드 Hop-to-Hop IP 

옵티컬 네트워크이며, 이를 통해 상당한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성을 가로막는 중복 네트워킹 

레이어와 복잡성을 줄이고, 다음을 통해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엔드 투 엔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 OTN 스위칭 시스템에서 기존 TDM 서비스 수용



관리 및 자동화 영역

IP/MPLS 세그먼트 라우팅 제어 영역+단순 옵티컬 제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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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시스코 컨버지드 SDN 전송 네트워크 아키텍처

• 시스코의 IPoDWDM(IP over DWDM)는 라우팅 기기에서 

DWDM 옵티컬 인터페이스(그레이 및 코히어런트)를 직접 

수용하여 DWDM과 라우터 기기의 복잡한 Add/Drop 구성을 

단순화

• IP 도메인의 단일 네트워킹/스위칭 계층으로 특징 지어지는 

풀 코어 Hop-to-Hop IP 라우팅 아키텍처와 CDC-

ROADM (Colorless, Directionless, and Contentionless-

Recon�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ing)의 비용과 

복잡성이 없는 단순한 점대점(point-to-point) 옵티컬 인프라

• 다음을 위한 IP라우팅 및 옵티컬 전송망 인프라 전반의 단일 

통합 전송 SDN

 ‐ 통합된 용량 및 네트워크 플래닝

 ‐ 경로 최적화

 ‐ 서비스 어슈어런스(assurance), 인벤토리 및 장치 관리

 ‐ Closed-loop 자동화

혁신적인 아키텍처 변경은 대다수 통신 사업자의 기존 운영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초기 운용 가능한 변경 수준에 맞춰 

컨버지드 SDN 전송 아키텍처에 도달하기 위해 각기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컨버지드 SDN 전송 아키텍처 전반의 솔루션 장치들은 통신 

사업자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 있는 ROADM 기반 옵티컬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IP 

그림 4 - 컨버지드 SDN 전송망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혁신적인 솔루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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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기기에서 지원되는 코히어런트 DCO 옵틱을 ROADM 기반 

인프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버지드 SDN 전송 아키텍처는 

오늘날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주요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두 가지 이니셔티브로 정의됩니다.

1. 400G 트랜스폰더 기능 통합

2.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서비스를 융합

A. OTN 어그리게이션 및 스위칭 기능

B. 광 스위칭

서비스 융합을 위한 컨버지드 SDN 전송 아키텍처

오늘날 대부분의 통신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자체가 아닌 네트워크의 레이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집중은 특정 SLA(Service Level Agreement) 

목표를 특정 네트워킹 레이어에서만 달성할 수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 특정 네트워킹 레이어에서는 전송 인프라가 

고유의 독립된 네트워크 개별화/오버레이를 필요로 하는 TDM 

서비스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다음을 

의미했습니다.

• 전용 회선 서비스는 전용 리소스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임

• 양방향, 결정론적(deterministic) 서비스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nagement)은 네트워크 

계층 관점에서 제공

• SLA는 서비스 가용성보다는 레이어에 기반

통신 사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닌 계층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델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술/조직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기존 TDM 트래픽이 패킷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스코의 

CO(Central O�ce) 현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속 

전용 회선과 OTN 서비스를 적합한 SLA와 함께 패킷망을 통해 

전송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전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이러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라우팅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규모를 

제공하는 시스코의새로운 컴팩트형(One RU) 라우터에서 

14.4Tbps 용량을 구현 했듯이, 공간과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며 

4배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3.6TBps 

대비 363x400Gbps DWDM 인터페이스)

• QSFP56-DD 폼팩터의 400GbE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옵틱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레이 및 컬러(400GbE 

ZR/ZR+) 옵티컬 인터페이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라인 카드가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IPoDWDM 

라인 시스템과 관련된 포트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라우팅 플랫폼 환경의 통합이 촉진됩니다.

• 전송망(옵티컬) 시스템에서 고려하는 복잡한 방향성 및 다양한 

구성품 설정에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통합은 운영자에게 

라우터 (트랜시버), 라인 종단 장비, 중간 증폭기 또는 외부 

플랜트 광섬유 자체에 상관없이 문제에 근본 원인 알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연결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동화와 라이프사이클 관리 솔루션에 의해 간소화 및 간결화된 

운영 모델은 여러 개로 짜집기 된 형태가 아닌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다룰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림 5 - 옵티컬 장착형 모듈이 지원하는 라우팅 라인 카드 대역폭

이러한 이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복잡성 완화, 용량 극대화 및 비효율적인 네트워크 방지를 

통해 구현됩니다. 운영자를 위해 이러한 복잡성을 없애기 위해 

SDN이 구축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DN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복잡성은 시스템에 내재하는 

복잡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CDC ROADMS는 광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 운영비용의 

복잡성이 가중됩니다. 다계층 네트워크는 계획,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운영 주기 관점에서 복잡성을 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이 직면한 현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원칙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 폼팩터가 지원하는 
라인 카드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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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HC, OB, H2H 아키텍처 비교

• 레이어 제거를 통한 단순화 :

 ‐ 운영 주기 간소화

 ‐ 전력 및 점유 공간 축소

• 기존 서비스, 고속 전용 회선 및 OTN 서비스를 위한 고급 서킷 

에뮬레이션(circuit emulation)

 ‐ 단일 계층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크 간소화

 ‐ 기존 SLA 충족

 ‐ 전용 대역폭 및 예측 가능한 경로 제공

• 포트 집적도에 미치는 영향을 획기적으로 줄인 통합된 옵틱:

 ‐ 400G 가격 포인트가 중요한 변수

 ‐ 그레이 옵티컬 라인카드 포트 집적도에 대한 영향을 거의 
없애주는 소형 폼팩터

 ‐ 용량 최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 ROADM 기반 아키텍처에서 Hop-to-Hop 아키텍처로 이동:

 ‐ Bypass에서 Hop-to-Hop 네트워크로 전환

 ‐ 엔드포인트 거리 단축으로 최적의 용량 제공

 ‐ 운영 간소화

 ‐ 라이프사이클 관리 간소화

컨버지드 SDN 전송망은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간소화하면서 네트워크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트 집적도에 대한 영향을 줄인 옵틱으로 레이어를 허물고 

네트워크 스위칭에 따른 불필요한 복잡성과 중복된 계층을 

제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Hollow Core(HC)와 Optimal Bypass(OB) 구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Mesh 구조를 최소화 하기위한 Optical Bypass 등의 

디자인 적용 시 복잡한 고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PE-PE Mesh 구성 대신 P-PE 직접 연결을 

위해 Optical Bypass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 장거리전송으로 

인한 ROADM 스위칭 기술 및 고가의 코히어런트 DSP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과 동시에, 장거리 

전송에 따른 다양한 보완 기술적용(Regeneration 등)으로 

인하여 전송 채널 감소와 이에 따른 라우터 인터페이스 증가로 

인하여 당초 라우터 인터페이스를 줄이고자 하는 Hollow 

Core(HC) 목적과도 부합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Hollow Core (HC) Optimal Bypass (OB) Hop-to-Hop
거리 vs. 용량 비최적화 비최적화 최적화

CapEx 높음 중간 낮음

OpEx 높음 중간 낮음

확장성 낮음 중간 높음



White Paper
Cisco public 

© 2020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이와 달리 Hop-to-Hop 구조에서는 라우터에 코히어런트 

DSP기술을 통합하여 라우터간 장거리 연결 시 전송장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을 구성하므로, 기존  HC구조가 가지고 

있던 전송거리에 따른 대역폭 감소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Hop-to-Hop 접근법은 HC 네트워크에 비해 40%를 절감할 수 

있고, OB 네트워크에 비해 약 34%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Hop-

to-Hop 아키텍처가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컨버지드 SDN 전송망의 Hop-to-Hop 아키텍처는 

운영 주기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추가 인터페이스의 비용을 

상쇄하는 용량 최적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코 컨버지드 SDN 전송 아키텍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사용 가능한 향상된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 비용을 최대 40%가량 절감하는 모델 가능

 ‐ 통합 및 중복된 네트워크 레이어의 제거를 통해 전력 소비와 
장비 사용 공간의절감 가능

• 네트워크 간소화의 특징

 ‐ 단일 레이어의 Hop-to-Hop 네트워크

 ‐ 계획, 설계, 활성화, 관리, 문제 해결의 간소화

• SLA 이상으로 충족

 ‐ 기존 TDM과 전용 회선 서비스 해결을 위한 서킷 에뮬레이션

 ‐ 구성요소의 절감으로 가용성과 평균 무고장 시간(MTBF) 
증가

• 새로운 수익 창출 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간 단축

 ‐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 통합된 자동화 및 telemetry 기능

• 광섬유 용량 활용 최적화

 ‐ 비재생 거리 단축과 스팩트럼 효율성(symbol당 전송된 비트) 
향상을 통한 샤논의 한계를 근접

OTN 및 전용 회선 서비스 에뮬레이션

패킷 스위칭 실리콘과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술, OTN 프레이머 영역에서 정체되었던 혁신 기능을 개선하여,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고용량 패킷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에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해 bit-transparent 전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용 회선 에뮬레이션이라고도 

하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OC-48, OC-192, 1GbE, 10GbE 

및 100GbE를 포함하는 다양한 범주의 클라이언트 포트 사이에 

완벽한 bit-transparent 점대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 

채널 전송망 유닛(OTU-k) 클라이언트 포트를 위한 완벽한 광채널 

데이터 유닛(ODU-k)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PWE3(Pseudo-Wire Emulation) 아키텍처에 따른 

psueudo-wire를 사용하며, MPLS나 세그먼트 라우팅(SR) 

언더레이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서킷형 서비스를 위한 

향상된 기능과 함께 세그먼트 라우팅 전송망을 활용해 세그먼트 

라우팅의 유연성과 효율성 향상 및 단순성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전용 회선 서비스와 기타 캐리어 이더넷 또는 I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SR/MPLS 스위칭 계층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로써 네트워크 레이어와 복잡성 및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TI-LFA (Topology Independent-Loop Free Alternatives)는 

포스트 컨버전스(post-convergence) 경로를 활용하여 링크, 

노드 및 로컬 SRLG (Shared Risk Link Group)와 같은 장애 

시나리오에 대한 빠른 경로 재 지정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TI-LFA는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전용 회선 서비스에 

50ms 이내의 보호 기능을 확장하는 이미 검증된 IP-FRR개념에 

기반하며, 이는 OTN 스위칭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실행되는 것에 

기반하는 1+1 보호 방식과 유사합니다.

네트워크 자동화 프레임워크

컨버지드 SDN 전송망 아키텍처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우터 내에서 디지털 코히어런트 WDM 인터페이스의 직접적인 

통합

• ROADM 의존도를 축소/제거하여 광 인프라를 간소화

라우터에서의 디지털 코히어런트 WDM 인터페이스의 직접 

통합은 옵티컬 전송망과 패킷 도메인 사이에서 필요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 수동 연결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단일 네트워크 

인프라가 단일 엔티티로 계획, 설계, 실행 및 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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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는 진정한 SDN과 End-to-End 기반의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 기능을 계획, 최적화, 

관리 및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드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서비스 루트의 관리 및 최적화를 위해 사전 정의된 

트리거 메커니즘과 결합됩니다. 자동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경로 

계산,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 솔루션은 개방형이며,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모듈 형태이며, 상시 운영 가능하며, 기존 실행 

방식과의 일관성을 가집니다.

그림 6 -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자동화 아키텍처에는 IP 및 옵티컬 계층을 위한 통합 용량 

계획 수립, 경로 최적화 및 요소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End-to-End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과 워크플로 엔진으로 

구동되는 선제적 복구를 위한 토폴로지, 인벤토리 시각화, 서비스 

어슈어런스 및 Cloosed-loop의 자동화 등이 포함됩니다.

옵티컬 트랜스폰더 기능 통합을 통한 IP/Optical 컨버전스

과거에는 트랜스폰더를 제거할 목적으로 라우팅 기기에서 DWDM 

인터페이스를 직접 termination 하려면 라우터 라인 카드에서 

코히어런트 DSP를 구현해야 했는데, 이럴 경우 라인 카드에서 

칩이 공간을 상당히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라우터 라인 카드 

안의 포트 집적도와 용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우터에 

라인 카드 위에서의 구현 방식이 아닌 장착형 광 모듈에서 

코히어런트 DSP를 통합하는 새로운 장착형 코히어런트 옵틱을 

이용하면 집적도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라우터 

용량을 최대 한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컨버지드 SDN 전송망의 핵심 요소는 장착형 코히어런트 

모듈의 통합입니다. 라우터 포트의 집적도가 높아지면, 라인 

카드 포트에 CapEx를 투자하는 대신 장착형 옵틱에 투자하게 

됩니다. 시스코의 미래 인터넷(Internet of the Future)에 구상한 

스케일의 핵심은 400GbE line rate 입니다. 400GE 코히어런트 

옵틱은 표준화된 규격을 따르는 멀티 벤더 QSFP(Quad Small 

Form-Factor Pluggable)를 활용하므로 상호 호환성이 높아 

쉽게 채택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았던 라우터 라인 카드의 DSP에만 

의존했었습니다.

400GbE는 단일 블레이드에서 최대 14.4TBps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라우팅 라인 카드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라인 

카드는 완전한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착형 QSFP56-DD 

폼팩터 형식으로 코히어런트와 그레이 옵티컬 인터페이스(또는 

둘을 결합)를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코히어런트와 그레이 옵티컬 

인터페이스에 QSFP56-DD를 사용하면, 라우팅 플랫폼에서의 

그림 7 - 장착형 코히어런트 옵틱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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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식

단일화된 설계 -> 라인 카드상에 구현된 DSP DSP 통합 장착형(pluggable)으로 전환

낮은 집적도& 전력 부족 높은 포트 집적도& 효율적인 전력 사용

라우터 포트 집적도 증가 부담 (IP 패브릭 용량 저하) 라우터 포트 집적도에 영향 없음

주요 CapEx 요소: 라인 카드 주요 CapEx 요소: 장착형 옵틱

1.2T 라인카드 기반 CFP2-ACO 
폼팩터의 200G 코히어런트

QSFP56-DD 폼팩터의 
400G ZR/ZR+

CFP2-DCO 폼팩터의 
200G 코히어런트

미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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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런트 옵틱(이른바 IPoDWDM)관련 포트 집적도와 IP 

패브릭 용량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히어런트 DWDM 옵티컬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특정 라인 

카드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코히어런트 DWDM 또는 

그레이 옵티컬 라인 인터페이스의 termin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범용 라인 카드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장의 코히어런트 라인 카드에서 제공되는 400G 

ZR/ZR+(QSFP56-DD를 통한)의 최대 포트수는 광 power 

budget과 선로 관련 특성들에 따라 제한될 수 있겠지만, 400G 

ZR/ZR+ 라인 카드는 이전 세대의 CFP2-DCO 기반 코히어런트 

DWDM 라인 카드보다 훨씬 높은 포트 집적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SFP 폼팩터는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시스코는 

옵티컬 인터네트워킹 포럼(OIF)과 기타 표준 조직 등을 통해 

QSFP-DD 다중 공급계약(MSA)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QSFP56-DD는 400GbE, 특히 400GbE ZR+을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0G line rate 으로 midhaul 옵티컬 

범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코히어런트 전송을 통합함으로써 ZR+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열을 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코히어런트 옵틱의 진화

IP 어그리게이션 적용 영역에서 IP/Optical 통합은 모듈식 포트 

어댑터(MPA) 및 디지털 코히어런트 옵티컬(DCO) 장착형 모듈을 

장착한 IP 어그리게이션 장비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DCO 모듈의 통합을 통해 옵티컬 트랜스폰더 라인 카드로 인한 

비용과 복잡성을 일으키지 않고 코히어런트 DWDM 인터페이스를 

IP 어그리게이션 장비로 직접 termination 할 수 있습니다. CFP2-

DCO 모듈을 라우팅 장비로 통합하는 것은 IP 어그리게이션 

영역에서 주요 네트워킹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사용되어 

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TCO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그레이 

옵티컬 라인 카드의 동급 제품에 사용되는 QSFP 장착형에 

비해 CFP2 기반 옵틱의 포트 집적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IP 어그리게이션 영역에서 소수의 100G/200G 

라인 인터페이스가 각 어그리게이션 위치에서 termination 되며, 

이는 IP 패브릭의 상당한 용량저하(deloading)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어/에지에서 적용할 경우, 트래픽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DCO 라인 카드를 활용하는 코어/

에지 장비들은 낮은 포트 집적도로 인해 IP 패브릭 용량 저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코어/에지 라우팅 장비의 현재 포트 집적도는 라인 카드당 

3.6TBps 입니다4. 그레이 인터페이스 포트 라인 카드의 이러한 

포트 집적도는 코히어런트 라인 카드에 비할 바가 못되는데, 현재 

ACO/DCO 구현이 CFP2 장착형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착형은 그레이 인터페이스 라인 카드에서 활용되는 

QSFP 모듈에 비해 점유 공간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코어/에지 

적용시 상당양의 트래픽을 termination 하기 위해 CFP2-

ACO/DCO 라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 수준의 IP 패브릭 

용량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QSFP56-DD 방식이 

그레이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반면, 현재 CFP2 폼팩터의 DCO 

인터페이스에서 QSFP56-DD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cisco.com/go/optica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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