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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클라우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사 WAN  

지난 몇 년 동안 컴퓨팅은 놀라운 속도로 혁신을 
가속화해왔으며, 이는 클라우드와 모바일 컴퓨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점점 주류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가장 확실히 알려주는 데이터는 지원 기술 또는 접근 
방식으로 레거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라우드 및 모바일 
컴퓨팅 모델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WAN, 
특히 지사의 WAN에 대한 접근 방식은 현재 방식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의 거의 55%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열악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0 ~ 15년 동안 지사의 WAN은 주로 지사를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링크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송 서비스의 양쪽 끝에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또는 라우팅이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트래픽은 
지사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클라이어트-서버간 흐름으로 
통과합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단지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 
연결로 리디렉션하기 위해 지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백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MPLS를 소모하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팅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사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고 운영 모델은 오래되었으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지사 네트워킹을 구조적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조직의 비즈니스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시간을 몇 
밀리초만 줄여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는 소규모 부티크 브로커 회사들이 거래소와 매우 
가까운 클라우드에 전략적으로 서버를 배치하여 NTN(NICS 
Transaction Number) 주식 거래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티크 중개 브로커 회사와 대형 중개 브로커 회사 
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매 산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 침체기에 많은 기업이 파산, 청산 과정을 
거치며 큰 타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 비용을 줄이고 고객 응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배치하는 IT 비즈니스 리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다양한 산업이 서로 다른 
여정을 거쳐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정을 시작한 
기업의 대부분이 비용 절감, 유연성 및 민첩성 향상과 같은 
커다란 이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Cisco가 13개 국가의 1,300명의 글로벌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뢰한 조사에서 2012년 말까지 애플리케이션의 5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IT 임원의 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응답자 중 37%는 
가상화 데이터 센터 또는 적절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보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WAN을 꼽았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은 CEO/CIO에 의해 하향식으로 결정된 
동시에 LoB에 의해 상향식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경우 CIO의 
클라우드 목표는 구현을 위해 IT 관리 팀에 제공되지만, 
WAN의 현재 상태는 대규모 클라우드 구축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클라우드 기대치와 지사 
네트워크 클라우드의 준비 상태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클라우드 구축 시 WAN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WAN 과제는 성능 부족과 더 나은 보안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며, 이는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가시성 툴로 운영 비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클라우드 구축을 구상할 때 상당히 많은 IT 임원이 서버 및 
스토리지 인프라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WAN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지사 WAN 아키텍처를 
재설계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WAN은 클라우드 성능, 
보안 및 관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변화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간의 차이가 클라우드 
구축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나리오에서 많은 
회사가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파일럿을 
구현했지만, WAN 과제로 인해 더 폭넓게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연 시간이 길고 대역폭이 낮은 WAN에서 
운영되는 지사의 VDI에서는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때마다 키 입력, 마우스 제어, 비디오, 스크린 캡처 
등 모든 사용자와 가상 데스크톱 간의 상호 작용이 WAN을 
통과해야 하므로 특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VDI 
세션에 약 500kbps가 필요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지사 
WAN 링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DVI는 20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간단한 사용자 반응 시간이 160 ~ 190밀리초이므로 지연 
시간이 이 범위 미만이면 뛰어난 VDI 환경을 구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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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따라서 WAN 지연 시간은 VDI 파일럿을 더 넓게 
구축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앗아가는 주요 성능 문제가 됩니다. 

VDI 파일럿 단계에서는 몇 개 지사에서 5 ~ 10개 가상 
데스크톱으로 기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가상 
데스크톱의 수가 증가하면 클라우드 기대치와 WAN 준비 
상태의 격차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므로 사용자 환경을 
보장하고 Oracle CRM과 같은 일반적 애플리케이션에서 시크 
클라이언트(Thick Client)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사 
연결당 필요한 MPLS 대역폭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IT 비즈니스 리더는 VDI를 통해 더욱 강력한 보안 및 
중앙 집중식 패치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규모 구축에서 WAN 성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시점에서 VDI 
파일럿을 포기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나리오에서는 백홀 또는 헤어핀이 주요한 
WAN 과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헤어핀이란 인터넷 
트래픽을 위해 MPLS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사를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사의 인터넷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로 이동한 다음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인터넷 액세스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MPLS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무려 90%의 지사가 클라우드 보안 부족 및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처럼 인터넷 트래픽을 헤어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헤어핀 방식은 비싼 서비스인 MPLS 
대역폭을 사용하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대역폭을 
빼앗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헤어핀 
방식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핀 방식은 MPLS 지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걸쳐 이동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애플리케이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지사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지사 네트워크는 1) 엔드포인트 
장치를 위한 적절한 환경 2) 대규모 안전한 클라우드 연결 3)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간의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장치의 적절한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지사는 퍼블릭, 프라이빗, 가상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동안 다양한 
엔드포인트 장치에 적절한 사용자 성능/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규모 안전한 클라우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지사는 
클라우드에 대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액세스, 즉, 사용자 
장치로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시성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지사는 IT 
설계자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구축하여 운영을 
최적화 및 간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지사 및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제공하는 가시성 및 
모니터링 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결과는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 비용과 인력의 
증가를 줄이는 것입니다.  

Cisco Systems는 지사 네트워크 장비의 최대 공급업체로서 
위의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인식 및 
클라우드 친화적 지사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근의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사 네트워크를 위한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솔루션의 프로필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Framework 

Cisco는 제품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연결 
지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영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Cloud-Ready Platforms),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서비스(Cloud-Ready Network Services), 클라우드 
커넥터(Cloud Connectors), 마지막으로 통합 관리 및 
정책(Integrated Management and Policy)입니다. 클라우드 
연결 프레임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은 없습니다. 새로운 
구성 요소는 모두 대규모 구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근본적 인프라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적합성(Cloud-Read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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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Ready Platforms(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 
Cloud-Ready Platform은 지사의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G2, 본사/데이터 센터의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1000, 인터넷 액세스 및 클라우드의 새로운 
CSR(Cloud Services Router)입니다. CSR 플랫폼은 ASR IOS 
XE 이미지의 가상 버전으로, 원격 사이트에서 직접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연결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트래픽 
헤어핀/백홀을 제거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서비스(Cloud-Ready 
Network Services):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isco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 클라우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헤어핀 제거를 위한 보안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에 투자해왔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협업 네트워크 서비스는 
더욱 향상된 액세스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네트워크 서비스는 ISR G2에서 더욱 
강력한 호스팅 옵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센터 수준의 운영 
효율성과 구축 유연성을 지사 또는 원격 사이트에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IT 설계자가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여 
사용자 환경/성능을 개선하고 MPLS/WAN 북-남 트래픽 
흐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Cloud Connector(클라우드 커넥터): 클라우드 커넥터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솔루션 
집합입니다. 현재, 협업 장애 대비, 웹 보안, 스토리지 및 
타사를 포함한 네 가지 클라우드 커넥터 범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라우드 커넥터는 Cisco 최초의 클라우드 
커넥터 솔루션으로, Cisco에서 클라우드 커넥터 에코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Cisco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OnePK라고 하는 오픈 API를 통해 
Cisco 네트워킹 플랫폼의 풍부한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는 Cisco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조직은 OnePK를 통해 자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고객, 직원 및 파트너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사 파트너인 Ctera는 OnePK API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커넥터는 
현재 ISR G2 플랫폼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Cisco 클라우드 커넥트는 커넥터 에코시스템, 업데이트된 
네트워크 서비스, 새로 출시하는 플랫폼의 세 가지 커넥터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Cisco는 또한 사용자 환경 및 클라우드 
보안을 개선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간 통신/협업 투자에 새롭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모든 트래픽 흐름을 처리하는 유일한 IT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제어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시행하는 리소스로서도 적합합니다. 따라서 
IT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플랫폼이 트래픽 통계 데이터 수집에 참여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지사의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WAN에 대한 재투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솔루션 활용 

최적의 사용자 환경 확보는 클라우드 기대와 WAN의 준비 
상태 사이에서 차이를 좁혀야 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지사 환경에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의 예로, ISR G2 및 ASR 1000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및 커넥터가 채택되었습니다. 

1. 세부적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를 제공하기 위한 
ISR G2 및 ASR 1000의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네트워크 서비스  

2. 애플리케이션 최적화의 유연한 확장을 위한 WAAS 
네트워크 서비스용 AppNav  

3. 장애 대비를 위한 HCS(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Connector 

사용자 환경 개선은 일반적으로 1) 네트워크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흐르는가를 파악하고 2)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2단계 과정입니다.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이 되는 AVC 기술은 Cisco의 NBAR2(Network-Based 
Application Recognition), NetFlow V9(Flexible NetFlow), 
PfR(Performance Routing)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으로, 
1,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세부적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와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정보는 ISR 및 ASR에서 통합되어 NetFlow V9(Flexible 
NetFlow)의 표준 형식으로 Cisco Prime Assurance Manager 
또는 타사 툴로 내보내져 그래프 또는 보고에 사용됩니다. 
AVC는 IT 계획 시 지사와 데이터 센터 사이를 이동하는 
YouTube, Citrix XenDesktop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인지/인식합니다. 모든 지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 
통신량이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활용률, 대역폭 
요구 사항을 자세히 명시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NetOps에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특정 
비즈니스 수직 애플리케이션에 더욱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AVC는 ISR 및 ASR 1000 플랫폼에 포함된 
계측 기능이므로 IT 조직이 세부적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관리 
통계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브를 구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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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를 위한 AppNav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얻은 후 두 번째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플라이언스부터, 
ISR G2의 통합 솔루션, Cisco UCS 및 기타 가상화 지원 
서버에서 실행되는 vWAAS라는 가상화 버전까지, 다양한 폼 
팩터로 사용할 수 있는 Cisco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제품을 통해 달성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 
리소스를 간단하고 탄력적, 지능적으로 풀링하고 제공하며 
프라이빗, 퍼블릭 및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WAN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필요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BYOD(Bring Your Own 
Device)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흐르면서 이메일, 웹 연결, 가상 데스크톱,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동안 로컬 모바일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헤드엔드에서 프라이빗 및/또는 VPC(Virtual Private 
Cloud) WAN 최적화를 빠르게 자동 추가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WAAS는 지사 및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는 WAN 최적화 및 
부하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이므로 이 리소스를 풀링하고 
제어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대규모로 최적화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매우 커졌습니다. Cisco는 이를 위해 트래픽 
리디렉션, 분류 및 흐름 배포를 포함한 부하 분산 측면에서 
WAN 최적화 네트워크 서비스의 단일 가상 풀을 제어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pNav를 출시했습니다. 
AppNav는 또한 자동 확장, 클러스터링으로 운영 상의 
복잡성을 크게 줄여주며 해당 구성과 모니터링을 WAAS 
Central Manager 5.0에 통합했습니다. 

Cisco AppNav 기술은 정책 기반 및 온디맨드 방식으로 
하나의 탄력적인 리소스에 WAN 최적화 리소스를 풀링하고 
뛰어난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WAN 
최적화 리소스를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Cisco 
WAAS의 물리적 및 가상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합되어 수백만 
개 이상의 연결을 지원하고 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WAN 
최적화 서비스를 확장하여 미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AppNav는 또한 IT 운영에서 여러 지사, 클라우드 및/또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로 확장될 수 있는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가상 풀은 상당히 
커질 수 있지만,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제어 능력을 제공하는 
AppNav의 관리 툴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AppNav는 폼 팩터와 상관없이 WAN 최적화 어플라이언스를 
풀링하여 프라이빗, VPC(Virtual Private Cloud)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한 대규모 클라우드 구축에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합니다. 즉, AppNav는 이전 WAAN 
어플라이언스와 호환되는 동시에 새로운 Cisco WAVE(Wide 
Area Virtualization Engine) 어플라이언스 및 vWAAS 
구현과도 호환됩니다. AppNav를 통해 가상 풀의 WAAS를 
구축한 후에는 IT 설계자가 이러한 풀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의 일부를 애플리케이션 
기준별로 할당하면 WAN 최적화 어플라이언스 집합은 특정 
유형의 어플라이언스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HR, 재무, 
엔지니어링, 제조,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 조직 구조 등의 
정책을 기준으로 풀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AppNav는 기존 WAN 최적화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추가 리소스가 필요할 때 네트워크의 일부를 변경 또는 
재구성할 필요 없이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NetOps는 WAN 최적화를 추가 또는 제거할 때 IP 주소를 
재구성하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ppNav에서는 기존에 추가 WAN 최적화 서비스를 설치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 번거로움 및 프로세스가 제거되어 
복잡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AppNav는 데이터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프리웨어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워크로드를 급히 늘리고 
애플리케이션 부하 분산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십시오. vWAAS를 사용하여 특정 워크로드를 VPC 
환경으로 이동하여 AppNav로 생성한 가상 풀에 모든 WAN 
최적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pNav는 여러 VPC를 
제공하는 멀티테넌시 호스팅 클라우드 환경에서 새로운 
CSR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WAN 최적화를 가상 풀로 
추상화할 수 있는 AppNav의 기능 덕분에 기업은 모든 
클라우드 시나리오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를 확장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Nav는 Cisco WAAS Software Release 5.0에 포함하거나 
세 가지 폼 팩터로 제공되어 구축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Cisco WAVE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서의 
CSR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IOS XE에 
구축된 ASR 1000 플랫폼 시리즈 라우터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IT 설계자는 한 가지 또는 전체 구축 옵션에서 
AppNav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AppNav를 통한 VDI 최적화 

VDI 파일럿을 대규모 구현으로 확장할 경우 클라우드 기대와 
WAN의 준비 상태 성능의 차이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VDI 파일럿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증가된 트래픽으로 인해 
NetOps가 헤드엔드에 추가 WAN 최적화를 구축합니다. 
AppNav 소프트웨어 모듈이 구현되면 새로운 WAAS 
어플라이언스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AppNav가 구현되면 
NetOps에서 가상 풀 사용에 대해 지시할 정책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WAAS 어플라이언스가 구축되면 
AppNav에서 이 정책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사의 가상 
데스크톱 트래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ppNav는 이전의 
WAN 최적화 풀 및 새로 구현된 WAN 리소스로 구성되어 더욱 
커진 새로운 풀을 기반으로 부하 분산을 시작하므로 확장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AppNav 이전에는 NetOps가 각 
WAAS에서 3개의 IP 주소를 변경하고 각 WAN 최적화 장치에 
정책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WAAS 어플라이언스를 VPC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구현하면 AppNav 모듈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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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 G2의 장애 대비 HCS Connector 

HCS Connector는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솔루션이지만 현재는 2011년 12월 소개된 Cisco HCS(Host 
Collaboration Solution)에서도 작동합니다. 
브라운아웃(Brownout), WAN 정체, WAN 링크 실패와 같은 
통신 중단이 발생할 경우 ISR G2 상의 HCS Connector는 
지사의 VoIP(Voice over IP)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즉, 지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호를 유지하고,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백업을 사용할 경우에는 
PSTN을 통해 호를 전달합니다. HCS는 콜 센터, 금융 서비스, 
소매 매장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전화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사무실에 중요합니다.  

위에서는 지사 네트워킹 구성 요소로서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의 예를 보여주고, 이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확보,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 및 무중단 실시간 통신 서비스 보장을 통해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강화도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사이에서 차이를 좁혀야 하는 세 요소 중 하나입니다.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지사 환경에서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의 예로, SR G2, ASR 1000 및 새로운 CSR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및 커넥터를 
사용하였습니다. 

1. ISR G2의 ScanSafe Connector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제공   

2. ISR G2, ASR 1000 및 CSR의 FlexVPN 네트워크 
서비스로 클라우드 액세스를 위한 통합 VPN 구성 제공 

Cisco는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CSR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CSR은 Cisco UCS, HP, Dell, IBM 등 
실질적으로 VMware ESXi Hypervisor 또는 Citrix 
XenServer를 실행하는 모든 가상 서버에서 실행되는 가상 
플랫폼입니다. CSR은 곧 Microsoft Hyper-V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SR은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VPC 
컴퓨팅 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VPC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고유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CSR은 두 가지 기본 기능, 즉, 보안 서비스와 제어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VPC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IT 
비즈니스 리더에 대해 CSR은 전략적 제어점을 제공합니다. 
Amazon, Terremark, Microsoft Azure와 같은 VPC 공급자는 
IT 리더에게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네트워크와 거의 유사한 가상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IT 부서는 IP 주소 범위 선택, 서브넷 생성, 라우트 
테이블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성을 포함하여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IT 설계자는 
CSR을 사용하여 라우터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을 
스핀업하고 지사 및/또는 원격 사이트로부터 VPN 연결을 
직접,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 및 원격 액세스 네트워킹 설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즉, 지사에서 클라우드로 향하는 
트래픽을 기업 MPLS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에 위치한 인터넷 
액세스 지점으로 백홀/헤어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오버헤드가 제거됩니다. 간단히 말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이 대역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CSR은 
MPLS 대역폭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VPC 환경에 대해 
직접적인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는 손쉽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공급자는 CSR과 VPC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냄으로써 중소기업 및 
대기업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SR에서는 전용 네트워킹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피크 트래픽, 고객 수 등 
시장의 요구 사항에 따른 효율적 구축 모델이 가능합니다. 
VM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구축할 
수 있으므로 CSR을 다양한 고객과 결합하여 분명한 경계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SR이 VPC 내에서 각 고객의 가상 
네트워크의 제어점의 역할을 함에 따라 의료, 금융 서비스와 
같은 여러 수직 시장에서 규정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ASR 1000과 
같은 VPN 연결을 종료하는 헤드엔드를 갖게 되므로 CSR 
요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VPC 환경에서는 기업 또는 VPC 
고객의 기업 전용 인프라가 없으므로 CSR이 대부분 또는 
모든 IT 비즈니스 리더가 찾는 제어점을 제공합니다. 

CSR 이외에도, Cisco의 보안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에는 
ISR G2의 ScanSafe Connector가 있습니다. ISR G2의 
ScanSafe Connector는 로컬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통해 
인터넷 및 클라우드로 향하는 트래픽을 클라우드 기반 Cisco 
ScanSafe 솔루션으로 리디렉션하고, IT 관리자는 이 솔루션을 
중앙 집중식 제어점으로 활용하여 지사 전반에 정책 시행을 
구현하고 위험을 줄입니다. ScanSafe에서는 ISR G2가 
인터넷 및 클라우드로 향하는 트래픽을 MPLS 연결이 아닌 
광대역으로 전달하여 헤어핀을 제거합니다. 

Cisco 보안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의 세 번째 솔루션은 ISR 
G2, ASR 1000 및 CSR 라우팅 플랫폼의 FlexVPN입니다. 
FlexVPN에서는 DMVPN, IPsec VPN, 원격 액세스 VPN과 
같은 다양한 기초적 VPN 기술의 구성 및 관리를 간소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FlexVPN은 이러한 기초적 VPN 기술을 
추상화하고 플랫폼 수준에서 일관적인 구성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위에서는 클라우드 액세스를 보호하는 지사 네트워킹 구성 
요소로서의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와 그 과정에서 IT 
설계자가 VPC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CSR과 ScanSafe를 함께 사용하면 헤어핀을 
거의 제거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 트래픽만 MPLS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FlexVPN은 
모든 유형의 VPN 터널에 대해 공통의 구성 및 관리 툴 집합을 
제공하여 운영 비용 및 작업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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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간소화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Framework의 운영 간소화 
목표에 따라 설계된 제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쿼드코어 
또는 6코어 Intel Xeon CPU를 실행하는 싱글 또는 더블와이드 
ISR G2 모듈로 제공되는 차세대 UCS Express(UCS E-
Series), Cisco PAM(Prime Assurance Manager)을 통한 중앙 
집중식 트래픽 및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온디맨드 성능 및 
규모를 제공하는 ASR의 새로운 폼 팩터인 ASR 1002-X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첫째, UCS E-Series는 UCS Express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여 여러 Cisco 및 타사 네트워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UCS E-Series는 
VMware 하이퍼바이저 및 Microsoft Hyper-V를 지원하는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UCS E-Series에서 vWLC(virtual Wireless LAN Controller), 
vWAAS, Infoblox, Sage ACT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양한 Cisco 및 타사 솔루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상화 계층은 VMware의 vCenter를 통해 
관리되고, UCS 하드웨어는 UCS 컨트롤러 관리를 위한 
Cisco의 CIMC(Chassis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와 같은 간소화는 데이터 센터와 지사 
사이에 있는 모든 UCS 구축을 단일 모델로 관리하는 동시에 
ISR G2 라우터에서 호스팅하는 가상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지사에 대해 인프라 통합을 제공함으로써 
구현됩니다. 

둘째, Cisco PAM(Prime Assurance Manager)은 트래픽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정보를 나타내는 AVC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프론트 엔드 툴을 제공하여 중앙 
집중식 분석 및 보고를 구현합니다. 지사 내에서 무선 LAN 
네트워크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얻기 위해, Cisco 
3600 Aironet Access Point를 클라우드 관점으로부터 
발전시켜 지사 전체에서 이동하는 클라우드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합니다. PAM은 단일 창구를 통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식으로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며 제어합니다. 

셋째, ASR 1002-X는 새로운 포워딩 프로세서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고도 온디맨드 성능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폼 팩터의 ASR 1000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하면 ASR 성능이 거의 
7배 개선됩니다. 원격 액세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5 ~ 36GB의 성능 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ASR 1002-X는 선불형 모델을 제공하므로 WAN 
헤드엔드에서 처리량 또는 대역폭을 늘려야 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모든 사항은 툴 제공, 구축 유연성, 관리 및 모니터링 
옵션에 결합되어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요약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솔루션은 다양한 산업 부분에 
완전히 새로운 설계 옵션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점 및 혜택과 Cisco가 지사 네트워킹용으로 개발한 입증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옵션을 
구현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VPC의 Terremark 서버에 광고 캠페인을 상주시킨 유통 
매장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 유통 매장은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를 사용하여 UCS E-Series 서버에서 
이중화 광고 캠페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장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운아웃이 발생하여 VPC 액세스가 
차단될 경우에도 로컬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덕분에 광고 
캠페인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ISR G2 Voice 
Over에 Cisco HCS Connector를 구현하면 네트워크 정체 
또는 브라운아웃 시 IP 통화의 무중단 서비스가 보장됩니다. 

PCI 규정준수 관점에서는 여러 유통업체가 기업의 "광장"을 
활용하여 VPC 환경의 PoS(Point of Sale)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합니다. 유통 업체의 PCI 규정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VPC 내에 상주하는 CSR 라우터에 있는 VPN 연결을 
종료하여 신용 카드 거래를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유통 
업체는 VPC 환경을 직접 액세스 및 제어함으로써 PCI 
규정준수 및 보고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PCI 인프라 비용을 
절감합니다. 

소매금융업 

소매금융업에서는 뛰어난 사용자 환경 덕분에 가상 
데스크톱에서 호스팅되는 출납 애플리케이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AVC와 ISR G2를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제공하고 Citrix-Ready WAAS가 가상 데스크톱을 
가상화한다면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네트워크입니다. 지점 은행의 VPN 연결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ASR 1000 및 FlexVPN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종료되어 모든 VPN에서 간단한 구성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NetOps는 AVC에서 트래픽 통계를 제공하는 Cisco PAM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며 
모니터링합니다. 

지점 은행의 고객은 웹 서핑으로 다양한 리파이낸싱 옵션을 
알려주는 모기지 리파이낸싱 에이전트와 만납니다. 
에이전트는 ScanSafe Connector 덕분에 안전하고 보안 
상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며, 이 
ScanSafe Connector도 지사와 마주하는 ISR G2에 
상주합니다. 

교육 

한 대학이 ASR 1002-X의 FlexVPN, WAAS Context-Aware 
DRE(Data Redundancy Elimination), ISR G2의 AppNav를 
구축했습니다. 피닉스 대학(University of Phoenix) 또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을 생각해 
보면, 대학은 여러 지사에서 최적화된 비디오 콘텐츠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만 전송하여 비디오 대역폭 
사용을 최소화하는 WAAS Context-Aware DRE를 구축하는 
동시에, AppNav를 사용하여 여러 WAN 최적화 네트워크 
서비스를 풀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강의는 ASR 
1002-X 라우터의 FlexVPN을 사용하여 VPN에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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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지사 네트워킹을 위한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에 WAN을 재정의합니다. Cisco는 
클라우드 커넥터, 클라우드 적합하게 향상된 네트워크 
서비스(cloud-enhanced network services) 및 새로운 CSR 
플랫폼으로 IT 설계자가 클라우드 기대와 WAN의 준비 상태 
사이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ISR G2의 UCS 
E-Series 모듈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커넥터는 ISR 및 ASR 플랫폼에 소프트웨어로 
추가되어 지사 네트워킹에 빠른 구축 및 클라우드 준비 
상태를 지원합니다. 기업, 서비스 공급자, 클라우드 공급자 및 
개발 파트너는 Cisco OnePK SDN 환경의 일부로 개발된 
클라우드 커넥터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라우팅 및 스위칭 
플랫폼 상에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고객, 직원 및 파트너에게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솔루션 
및 해당 에코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사이의 차이를 대부분 줄여 Cisco 및 파트너가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라 대응하는 솔루션을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클라우드 준비 상태를 위해 지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솔루션과 연결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도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ISR G2 및 ASR 1000 내에서 AVC 구현을 시작하고 
Cisco PAM 보고 또는 타사의 Flexible NetFlow 호환 
보고 패키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얻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얻으면 AppNav를 활용하여 
분산된 WAN 최적화 네트워크 서비스를 풀링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MPLS 백본 네트워크에서 광대역 인프라로 이동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제거하기 위해 지사에 광대역 
액세스를 구현합니다  

 ScanSafe Connector를 사용해보면서 헤어핀 제거를 
시작합니다. 

 VPC는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옵션이므로 
VPC 솔루션 및 CSR 제어점을 사용해봅니다. 

 FlexVPN를 사용하여 기존 VPN을 관리하고 새 VPN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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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클라우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사 WAN
	지난 10 ~ 15년 동안 지사의 WAN은 주로 지사를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링크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송 서비스의 양쪽 끝에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또는 라우팅이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트래픽은 지사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클라이어트-서버간 흐름으로 통과합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단지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 연결로 리디렉션하기 위해 지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백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조직의 비즈니스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시간을 몇 밀리초만 줄여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는 소규모 부티크 브로커 회사들이 거래소와 매우 가까운 클라우드에 전략적으로 서버를 배치하여 NTN(NICS Transaction Number) 주식 거래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티크 중개 브로커 회사와 대형 중개 브로커 회사 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이 ...
	실제로, Cisco가 13개 국가의 1,300명의 글로벌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뢰한 조사에서 2012년 말까지 애플리케이션의 5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IT 임원의 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응답자 중 37%는 가상화 데이터 센터 또는 적절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보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WAN을 꼽...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은 CEO/CIO에 의해 하향식으로 결정된 동시에 LoB에 의해 상향식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경우 CIO의 클라우드 목표는 구현을 위해 IT 관리 팀에 제공되지만, WAN의 현재 상태는 대규모 클라우드 구축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클라우드 기대치와 지사 네트워크 클라우드의 준비 상태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클라우드 구축 시 WAN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
	클라우드 구축을 구상할 때 상당히 많은 IT 임원이 서버 및 스토리지 인프라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WAN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지사 WAN 아키텍처를 재설계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WAN은 클라우드 성능, 보안 및 관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변화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대와 WAN 준비 상태 간의 차이가 클라우드 구축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나리오에서 많은 회사가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파일럿을 구현했지만, WAN 과제로 인해 더 폭넓게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연 시간이 길고 대역폭이 낮은 WAN에서 운영되는 지사의 VDI에서는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때마다 키 입력, 마우스 제어...
	VDI 파일럿 단계에서는 몇 개 지사에서 5 ~ 10개 가상 데스크톱으로 기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가상 데스크톱의 수가 증가하면 클라우드 기대치와 WAN 준비 상태의 격차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므로 사용자 환경을 보장하고 Oracle CRM과 같은 일반적 애플리케이션에서 시크 클라이언트(Thick Client)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사 연결당 필요한 MPLS 대역폭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IT 비즈니스 리더...
	퍼블릭 클라우드 시나리오에서는 백홀 또는 헤어핀이 주요한 WAN 과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헤어핀이란 인터넷 트래픽을 위해 MPLS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사를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사의 인터넷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로 이동한 다음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인터넷 액세스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MPLS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무려 90%의 지사가 클라우드...
	Cloud-Ready Platforms(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 Cloud-Ready Platform은 지사의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G2, 본사/데이터 센터의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1000, 인터넷 액세스 및 클라우드의 새로운 CSR(Cloud Services Router)입니다. CSR 플랫폼은 ASR IOS XE 이미지의 가상 버전으로, 원격 사이트에...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서비스(Cloud-Ready Network Services):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isco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 클라우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헤어핀 제거를 위한 보안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에 투자해왔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협업 네트워크...
	Cloud Connector(클라우드 커넥터): 클라우드 커넥터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솔루션 집합입니다. 현재, 협업 장애 대비, 웹 보안, 스토리지 및 타사를 포함한 네 가지 클라우드 커넥터 범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라우드 커넥터는 Cisco 최초의 클라우드 커넥터 솔루션으로, Cisco에서 클라우드 커넥터 에코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Cisco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클라우드 준비 상태를 위해 지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솔루션과 연결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도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ISR G2 및 ASR 1000 내에서 AVC 구현을 시작하고 Cisco PAM 보고 또는 타사의 Flexible NetFlow 호환 보고 패키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얻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얻으면 AppNav를 활용하여 분산된 WAN 최적화 네트워크 서비스를 풀링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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