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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BN Section / 2012년 5월호 

BN (Borderless Network) 
SECTION . ISECTION . I  

스코 네트워크 관리 기술팀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Cisco Prime의 틈새에 조금 다른 새로운 솔루션을 발

표하였습니다. 시스코 장비의 스마트한 기능인 넷플로우를 

위한 제품으로 Netflow Generation Appliance(이하 NGA) 이라

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왜 시스코는 NGA

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NGA를 통해 고객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Netflow,  시스코의 Best & Steady Feature ” 

시스코 장비에는 참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

다. 그 중에서 넷플로우는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다양한 모

습으로 고객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이

터소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넷플로우의 매력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의 가시성을 높임  

고객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관리하는 네트

워크에 어디서, 어디로, 어떤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

지를 한 눈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넷플로우는 장비

를 기반으로 실제 트래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으로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의 기본 데이터가 

되어줍니다. 

 정형화된 포맷으로 분석 프로세스를 단축 

넷플로우는 버젼별 포맷으로 트래픽에 대한 요약된 정

보를 하나의 레코드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분석

장치에서 분석에 대한 복잡한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최신 버젼인 v9부터는 

레코드에 들어갈 데이터를 편집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훨씬 쉽게, 고객이 원하는 정보로 빌링, 분석, 

보안 등의 다양한 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 

그러나, 트래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안의 중요성이 급증

하면서 다음과 같은 넷플로우의 몇가지 한계에 대한 아쉬움

들을 고객으로 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샘플링으로 제공되어 모든 트래픽의 정보를 제공

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나 과금을 위한 데이터

로 활용하기가 어려움 

 넷플로우로 인한 장비의 부하 

 레코드의 편집 기능은 좋으나, 설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음 

 지원되는 장비가 한정적임 

“그래서, 시스코는 NGA를 출시하였습니다. ” 

장비 기반의 넷플로우의 한계를 뛰어 넘고, 늘어나는 데이터

를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넷플로우 전용 장비를 새로

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 NGA,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존의 한계를 뛰어 넘다! - 신제품 NGA  3140 출시 [NMS] 

시 

[그림 1 - NGA 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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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로부터 트래픽을 전달받아 넷플로우 포

맷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분석장비로 전달해주는 장비

입니다. 네개의 10G 포트로 트래픽을 수용하여 동시에 

6개의 수집기로 넷플로우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무엇이 좋아진 것입니까?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모든 트래픽을 넷플로우 데

이터로 전환 

 최대 초당 20만개 플로우 생성 및 6천4백만 Active 

플로우 모니터링 

 최대 6개의 수집, 분석 시스템으로 넷플로우 전송 

6개의 수집, 분석 시스템으로 멀티캐스팅 또는 로드밸

런싱으로 넷플로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을 위한 확장성을 제공 

 서로 다른 계위의 트래픽도 통합, 처리하여 보안, 

모니터링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손쉬운 설치와 설정 

Appliance로 제공되어 기본 설정으로 바로 구동이 가능

하며, 기존 관리 시스템과도 간단히 연동할 수 있습니

다. 

◆ 어떻게 메세지를 전달해야 할까요? 

NGA를 위한 메세지는 넷플로우를 통한 메세지와 동일합니

다. 하지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계위의, 모든 플

로우를, 장비의 부하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메세지는 

분명 고객들에게 쏠깃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 

현재 네트워크의 용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추가 

투자 분석 및 투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관점 

End-to-End 네트워크의 가시성 확보를 통해 현재 서비

스의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점 

모든 플로우를 모니터링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흐

름을 확인하고, 비정상 플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프

로토콜, 단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제안하면 더 좋은 솔루션 ” 

◆ Prime과 함께 넷플로우 수집 & 분석 

NGA는 단독 제품으로 기존의 장비기반 넷플로우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최근 출시된 Prime Assurance Manager/ 

Prime NAM (Network Analysis Module)과 함께 구성하여 데이

터의 수집부터 분석, 리포팅을 한꺼번에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Nexus와 함께 데이터센터 모니터링 솔루션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입주사들에 대한 운영을 위한 트래픽 

모니터링, 과금을 위한 데이터 분석, 보안 서비스를 위한 흐

름 감지등이 하나의 큰 화두입니다. NGA는 그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솔루션과 함께 물리, 가상 네

트워크의 정보를 분석, 정형화하는 솔루션으로 제안할 수 있

습니다. 

   

Written by : NMS Specialist 이 재 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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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NGA 3140  내부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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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데이터센터 기술 
SECTION. IISECTION. II  

exus 스위치는 현재 10GE 스위치 시장과 데이터센터 

스위치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을 웃도는 데이터센

터 시장의 인기 아이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작년부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올

해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핫 아이템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군,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이다 

보니, 많은 고객과 파트너분들께서는 NX-OS의 다양한 라이

센스체계에 대해 무척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Nexus OS , 제대로 쓸려면 공짜는 없다 !!! 

[그림: NX-OS 라이선스 종류]를 보면 NX-OS 라이선스 종류는 

무려 12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라이선스의 

공통점은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Nexus 플랫

폼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매우 유용

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그래도 기본은 공짜다. 

넥서스 스위치 모든 플랫폼은 기본 NX-OS 라이선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Base 또는 Base Enterprise 라이선스라고 불리웁

니다. 넥서스 7000 급 스위치에서는 Base 라이선스라고 하고, 

그 이하급의 스위치에서는 Base Enterprise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Layer 3 기능인 라

우팅 기능은 이 라이선스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본 NX-OS 라이선스 기반에서는 단순 L2 기능만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라우팅과 주요 기능은 모두 돈이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Nexus 스위치들은 당연

히 Layer 3 기능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스코에서 자랑하는 가

상화 기능의 핵심인 VDC(Virtual Device Context) 기능과 OTV, 

FCoE, Fabric Path 기능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합니

다. 

넥서스...NX-OS 라이선스...그것이 궁금하다. [Nexus] 

N 

DC Section / 2012년 5월호 

[그림 : NX-OS 라이선스 종류] 

[Case] Nexus 7000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 고객 사례 

1) Layer 2 기능을 사용하면서 vPC와 같은 가상 포트채널 

기능을 사용 

2) 라우팅을 통해 분배 스위치 역할 수행 

3) 시스코의 가상스위치 기능인 VDC 기능 수행 

4) 데이터센터간의 OTV 기능을 수행할 예정 

5) 향후 투자보호를 위한 L2 확장 기술인 Fabric Path 구현  

6) 스토리지 직접 연결을 위해 FCo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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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사례는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시에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입니다. 빈번하게 실수하는 부분

이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NX-OS 라이선스를 누락하는 경우

입니다. 

Case 사례를 표본으로 NX-OS 라이선스를 정리해 보겠습니

다. 

결국 고객분들이 Nexus 7000 기반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을 

구성할 때는 2~3개의 라이선스를 필수적으로 구매하셔야만 

제대로 된 시스코 NX-OS 기반의 혁신 기술을 맛보실 수 있

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모든 Feature 들을 라이선스 기반으로 적용되어, 과도

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 솔루션 업체들은 4가지 이상의 가

상화 라이선스를 두어서 Enhanced 된 기능을 적용하거나 요

구할 때 마다 비용을 따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정책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

다. 

시스코는 NX-OS 프레임 기반에 다양한 데이터센터 기능을 

탑재하여 고객이 원할때 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

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계 유일한 업체입니다. 

혹시 시스코 넥서스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즐기고 싶으시다

면, 주의 깊게 살피신 후 필요한 기능들을 라이선스 기반으

로 적용하여 데이터센터 신기술의 신세계에 빠져 보시기 바

랍니다. 

 

Written by : DataCenter Specialist 최 우 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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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exus 7000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 고객 사례 

1) Layer 2 기능을 사용하면서 vPC와 같은 가상 포트채널 

기능을 사용 

[기본 NX-OS 라이선스로 구현 가능] 

2) 라우팅을 통해 분배 스위치 역할 수행 

$$ [LAN Layer3 라이선스 필요 - 구매] 

3) 시스코의 가상스위치 기능인 VDC 기능 수행 

$$ [ADV 라이선스 필요 - 구매] 

4) 데이터센터간의 OTV기능을 수행할 예정 

$$ [Transport Service 필요 - 구매] 

5) 향후 투자보호를 위한 L2 확장 기술인 Fabric Path 구현  

$$[Enhanced Layer 2 라이선스 필요– 구매] 

6) 스토리지 직접 연결을 위해 FCoE 구성 

$$[FCoE 라이선스 필요 - 구매] 

주의!! Nexus 7000에서 Storage 라이선스 이름은, VSAN 

간 Routing 구조를 사용할 때만 필요하므로, FCoE 라이

선스 이름과 혼동 하지 말것 !!! 

[그림 : NX-OS 라이선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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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Service Provider 기술 
SECTION. IIISECTION. III  

DC (Internet Data Center)가 시스템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CDC(Cloud Data Center)는 컴퓨팅 요소를 고(高)

집적화하여 안정성/보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저가

형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서비스 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속화와 더불어, 기존 IDC로부터 CDC로

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에 편승하여 현재 CDC의 핵심 인프라 구성장비로써의 위치

를 점유해 나가고 있는 Nexus 7000장비에 탑재되는 고집적/

저전력/대용량 모듈 (M2-Series)이 새롭게 출시 되었습니다. 

“ M2 Module은 왜 출시되었나? “ 

◆ 10G Client 환경의 도래 

10G Servers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0G/s에 근접하는 개별트래픽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

라,  Data Center의 Core Network은 기존보다 4배~10배의 User 

Interface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Bandwidth 최적화 / 단순화 

Virtualization, Video & High-performance Computing이 시장을 

선도함에 따라 대용량 Interface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

고 있습니다. 

대용량 Interface를 구성할 때, 대부분 Interface bundling 

(Nx10G)을 통하여 구성하게 되지만, 차세대 대용량 Interface

인 40/100GE를 통하여 구성할 경우에 경로의 최적화/구성의 

단순화 및 관리/ 운용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QoS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에도 Aggregated Interface

보다는 Single Interface에서 보다 쉽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High-speed Feature-rich 10/40/100G M2 Module “ 

Nexus7000의 높은 성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10/40/100G 라인카드가 M2 Series로 새로이 출시되었습니다. 

M2 Series Module은 24-port 10GE , 6-port 40GE, 2-port 100GE  3

가지 형태로 출시 되었으며, Performance/ Scalability / Densi 

Nexus 7000 2세대 M 라인카드 출시 [SP DataCenter] 

I 

SP Section / 2012년 5월호 

[그림 1 : Nexus7000 I/O Module Evolution] 

[그림 2 : M2 Serie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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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고객투자보호 측면에서 최고의 잇점을 제공해 줄 수 있

는 솔루션이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사항 

 Non Blocking on all port 구현 

 layer 2 와 layer 3에 해당되는 Full-Feature 제공 

 획기적인 Low Power consumption 

 MPLS , OTV and IPv4/IPv6 Full support 

 Wire-speed encryption을  제 공 하 는  802.1AE 

MACSEC 과 IEEE 1588 PTP 지원 

 “XL” forwading  tables 제공 ( licensed feature )  

 Nexus Fabric-1 and Fabric-2 modules 과 호환  

◆ 24-Port 10GE M2 I/O Module ( N7K-M224XP-23L ) 

 240G full-duplex  fabric connectivity 제공 

 24-port 10G with SFP+ Transceivers 

 2개의 integrated forwarding engines ( 120Mpps) 

 4.5MB Ingress and Egress Buffers 

 Nexus 2000 Fabric Extender 지원 

◆ 6-Port 40GE M2 I/O Module ( N7K-M206FQ-23L ) 

 6-port 40G with QSFP+ transceivers 

 240G full-duplex  fabric connectivity 제공 

 18MB Ingress and Egress Buffers 제공 

 각 Port는 Break out cable을 이용하여 4x10G로 분

리 수용이 가능 

◆ 2-Port 100GE M2 I/O Module ( N7K-M202CF-22L ) 

 2-port 100G/ 40G with CFP transceivers 

 240G full-duplex  fabric connectivity 제공 

 54MB Ingress and Egress Buffers 제공 

 각 Port는 Break out cable을 이용하여 10x10G로 분

리 수용이 가능 

6-Port 40GE M2 모듈은 QSFP optics 과 MPO Connector, Single 

Mode Connector, TwinX Cable, Break-Out Cable을 사용하여 

40G 포트 또는 4개의 10G 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QSFP 모듈은 40GBASE-SR4 및 40GBASE-LR4, 40GBASE-CR4, 

4x10GE SFP+ 를 지원) 

2-Port 100GE M2 모듈은 CFP(C Form Factor Pluggable) optics 모

듈을 사용하여 40GBASE- SR4, 40GBASE-LR4, 100GBASE-SR10 및 

100GBASE-LR4를 지원합니다. 

 

 

Written by : SP Datacenter Specialist 주 태 한 부장 

 

 

 SP Section / 2012년 5월호 

[그림 3 : M2 Module Positioning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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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한국에서도 N Screen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내 통신사들의 LTE의 상

용화로 인해 고품질의 mobile 비디오가 킬러 어플리케이션

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 IPTV, 디지털케이블 TV 등 유선기

반의 비디오 서비스가 무선 부분으로 영역이 급속하게 확

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N screen 서비스를 하기 위

해서는 비디오 엔코딩/트랜스코딩 기술,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및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클라이언

트 기술 등이 필요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컨텐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텐츠 관리 시스템

(이하 CMS)이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N 스크린 컨텐츠 관리 솔루션 : VMS” 

 

시스코 Videoscape Media Suite(이하 VMS)는 비디오, 오디

오 및 다큐먼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와 메타데이

타를 입수하여 서비스 요구에 맞게 최적화된 workflow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가공하여 최종 단말 장비들이 사용하게 

상품화하는 컨텐츠 관리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 VMS 컴포넌트 구성요소 

 EPG : 프로그램 정보를 입수하여 채널 및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VMS 전체 상품 검색 기능 제공 

 CMS : 메타데이타 관리, 자동화된 workflow를 통한 컨

텐츠 가공 및 다양한 컨텐츠 번들링 

 Entitlement : DRM 및 레거시 OSS/BSS와 연동하여 번들

링된 product에 대한 상품화 작업 수행 

 Publisher : 다양한 포맷의 피드를 입수하여 단말이나 

web portal에 적합한 다양한 카테고리, playlist 생성 

 Clients : iOS, Android 및 PC/MAC과 같은 다양한 단말들

을 지원하며 단말 간 동일한 user experience 제공 

 

“무엇을 할 것인가? VS.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입

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사업자가 솔루션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의 자체기능 뿐만 아니라, SI

와 같은 추가 개발을 통해 솔루션 자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기존의 제품들이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제품화하

여 솔루션을 구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타 시스템

과의 연동이 증가할 경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개발 및 유

지에 많은 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

스 지향 구조(SOA)인 VMS는 분산형, 개방형 아키텍처로써 

재사용 가능 컴포넌트를 조립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에 

최적화된 운용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일 플랫폼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드 

SP Section / 2012년 5월호 

      Videoscape Media Suite(VMS) 소개 [SP Video] 

[그림 : Videoscape Media Suite 구성 요소] 

[그림 : Application 통합 VS 서비스 통합] 



©  2012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contains Cisco Internal Information.                                              Page 9  

 

따라서, 많은 솔루션들이 CMS의 기능들을 모두 제공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기능을 제공하는 플

랫폼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현되어있는지, 내부가 어떻게 설

계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CMS 도입시 중요

한 비디오 스트리밍에는 크게 파일 기반의 VOD 서비스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버스 두 가지가 있으며, 많은 서

비스 사업자들이 별도의 플랫폼 상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 플랫폼 운용 구조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관리, 상품 구성, 신 서비

스 출시와 같은 비즈니스 요구 변경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시스코 VMS는 VOD와 라이브 컨텐츠를 단일 플랫폼상에서 

가공하고 패키징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컨텐츠를 묶어서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하고, 동일한 계정에서 구매된 컨텐츠

에 대한 이력 관리, 다양한 단말에서 저장된 컨텐츠 북마크 

관리, playlist 관리 등과 같은 N 스크린 서비스의 필수 기능

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단일 플랫폼에서 VOD 및 실시간 컨텐츠 검색을 한번

에 수행하고 해당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오디오, 다큐먼

트, 이미지와 같은 asset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서 보여줍니

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상품이 변경되고 컨텐츠 메타데이

타가 변경되는 등 복잡하고 진화하는 컨텐츠 관리 환경하

에서도 관리자의 수동작업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타 시스템과의 정합은 잘 되어 있는가?” 

VMS의 또 하나의 큰 강점이라면 N 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많은 구성요소들과 이미 많은 부분들이 정합되어 

있어서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기간을 단축시키며, RESTFul & 

SOAP Web service 등 다양한 연동 API를 제공합니다. 

이미 시스코의 VOD용 파일 변환 솔루션인 CTM (Cisco 

Transcode Manager)와는 정합이 완료되어 있어서, 메타이

데터 변환, 파일 전달, Playready DRM 기능 적용 등과 같은 

기능들이 기본 제공됩니다.  

또한, 웹 포탈과의 연동을 위해 Magento e-commerce so-

lution을 이용하여 정합이 되어 있으며, Magento는 iPAD 및 

Window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컨텐츠 입수에서 트

랜스코딩, 웹 포탈 연동 및 client 지원까지 N Screen 서비스

를 위한 End to End 기능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풍부한 오픈 API, 단말 

개발을 위한 SDK 및 시스코의 개발자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

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Written By : CMS Specialist  서  재  성 부장  

 SP Section / 2012년 5월호 

[그림 : VMS 구현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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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Collaboration 기술 
SECTION. IVSECTION. IV  

든 UC솔루션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공통적으로 

‘Anytime, Anyplace Collaboration’을 이야기 합니다.  

‘Anytime, Anyplace Collaboration’은 UC솔루션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해 동료들과 협업하는 그림을 누구나 그리지만, 작은 

개발업체에게 OS와 Device의 다양화는 현실의 높은 장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Cisco Jabber는 더욱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못한 MS Lync

와 견제와 경쟁을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월간

기술동향에 이어 ‘Anytime, Anyplace’를 책임지고 있는 

Jabber Mobile을 깊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time Anyplace Collaboration’  

Cisco Mobile Collaboration 

Cisco의 Mobile Collaboration은 언제 어디서나 협업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Cisco의 Mobile 제품군은 업계의 어떤 제품과 솔루션보다 

강력한 기능과 안정적인 Mobile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Jabber for Smartphone 

 

 

 

 

 

 

Jabber의 탄생 배경이 Cisco IP Telephony이기 때문에 Jab-

ber의 VoWLAN은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내 Wifi망과 

3G를 통해 나의 내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FMC (Fixed Mobile 

Convergence)를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음성사

서함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비주얼 보이스메일’과 스마

트폰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락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Jabber for Mobile은 현재 

iPhone, Android, Blackberry, Nokia를 지원합니다. 

Jabber IM for Smartphone 

Jabber IM은 스마트폰에서 IM & Presence 즉 채팅과 상태정

보를 담당하는 App입니다.  

 

 

 

 

 

 

 

Jabber IM은 데스크탑용 Jabber와 버디리스트를 공유하며, 

클릭투채팅, 클릭투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릭

투콜을 사용할 경우 Jabber 혹은 스마트폰의 전화기능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전화를 할 수 있어 휴대폰 요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Collaboration 시장을 장악해라! Mobile [Collaboration] 

모

UC Section / 2012년 5월호 



©  2012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contains Cisco Internal Information.                                              Page 11  

 

또한 상태정보를 마음대로 바꾸고 배포할 수 있는 ‘Rich 

presence’와 기업내 디렉토리를 편리하게 검색할수 있는 

‘자동완성형 검색’기능이 탑재되어 데스크탑용 Jabber를 사

용하는 편리함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Jabber IM은 

현재 iPhone, iPad, Blackberry, Nokia, Cius를 지원하며 , 

Android용 Jabber IM은 CY2012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

니다. 

Webex Mobile 

스마트폰을 이용해 VoWLAN과 IM & Presence를 사용하는 

것 외에 더욱 풍부한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협업의 효과

를 배가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Webex Mobile입니다. 

Webex Mobile은 자료공유를 넘어 iPad, iPhone, Cius에서 

고화질 영상회의까지 지원하면서 그 활용범위가 다양해 지

고 있습니다.  

Jabber for Tablet 

Jabber Mobile 제품군 중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솔루션은 

Tablet용 Jabber입니다. Jabber for iPad의 경우 Smartphone

용 App과는 틀리게 음성, 영상, 채팅을 하나의 App으로 통

합되어 만들어져 2012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Jabber for iPad는 Precision Video Engine을 탑재하고 있어 

영상회의 표준영상회의 코덱 및 PC와의 영상회의가 가능합

니다. 영상회의를 이미 사용중이 고객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Tablet용 

Jabber가 Cisco Cius에는 Default App으로 설치되어 고객에

게 판매가 됩니다. 특히, Cius에는 Client Services Frame-

work2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어 Cius내 연락처 이메일과 같

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태정보, 클릭투콜, 클릭투채팅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Jabber를 무료로 드립니다! Jabber for everyone 

M$의 무료 Lync정책보다 더 강력한 프로모션을 ‘Jabber for 

everyon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중입니다. CUCM 7.1.2 이상

을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새로 CUCM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는 Jabber를 무료로 드릴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사의 사용자

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만약 고객이 VMware기반의 서버가상화 환경을 사용하고 있

다면 금상첨화 입니다. 시스코가 지원하는 서비스 ESW, 

UCSS도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는 Jabber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Jabber Windows & Mac : 채팅, 상태정보, 데스크폰 컨트롤.. 

(소프트폰, 영상 기능 제외) 

Jabber IM for Mobile : 채팅 & 상태정보 

 

 Written By : UC Specialist  허 용 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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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기 술 동 향 

IT Trend 
SECTION. VSECTION. V  

조(Manufacturing) 분야는 경쟁사들보다 더 적은  

비용, 더 높은 품질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생산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야만 하는 복잡한 구조

를 갖는 산업분야입니다. 따라서 여러 제조 회사들은 경영

층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생산현장  

(Plant Floor)에서의 운영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조분야의 생산, 운영, 안전에 관한 데

이터를 Industrial Networking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 효율화/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가시성을 갖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계의 통신방식이던 FieldBus 방식에서 변화

하여, 이더넷(Ethernet)기반의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IP 

를 적용한 산업용 Networking을 구성하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즈음에 기본적으로 시작이 달랐던 두 가지  

네트워킹 방식과 관련 아키텍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기존의 Plant Floor Network이 기업의 IT분야와 Ethernet을 

통한 표준 아키텍쳐로 통합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알아보

겠습니다.  

그 첫번째 내용으로, 산업자동화 (Industrial Automation)분

야의 이해를 돕고, IT분야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생산현장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설비제어(Controller Engineering) 분야

의 주요내용과 업무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네트워킹(Industrial Networking) 

: 산업용 생산 설비들을 위한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역할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작 

하는 견고한 규격요건을 갖는 인프라 설비들이 요구되고,  

공정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데이터 트래픽 정밀성과  

성능수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가용성과 보안성에  

대한 특화된 환경조건들의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의 Downtime/Outage는 매우 치명적이며 공

정(Process)상의 단절이 전체공정이나 원자재 전체에 영향

을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 요소입니다. 

산업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 

: ‘산업현장의  의사결정과 직접 노동력의 절감을 위해서 제

어시스템(Control System)과 정보기술(IT)을 사용하여 자동화 

하는것’을 말하며, 자동화는 사람의 직접조작에 의한 에러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비용을 줄이고, 단조롭고 힘든 

작업에 대한 노동력 투입을 대체하여 품질의 향상과 균일성

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제조산업 분야의 변화와 Industrial Ethernet  [Industrial Networking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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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Bus 

: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PC, PLC, 로봇 기기간의 통신과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통신 제어 방식.  OSI-7계층 중에서 물리, 데

이터링크, 응용계층 만으로 구성.  Profibus, ControlNet, P-Net, Inter-

Bus, ARCNET, MODBus 등의 방식이 있음. 

* PC(Process Control) 

: 제조, 기계산업에서 공장플랜트의 생산공정을 공학기계와 컴퓨

터로써 자동적으로 감시 계측, 지시 수정 제어 하는 것. 

*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 프로세스 제어기능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신뢰성은 

향상시키고, 이상 발생시 그 파급 효과를 최소화시키며 주요 관리

기능은 주 컴퓨터에 집중화하여 자료처리 및 운영 관리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시스템.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산업현장의 자동제어 분야에 사용 되는 제어장치의 일종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제어판넬 내의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기능등을 

IC, 트랜지스터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기본적인 시퀀스제어

기능에 연산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범용

제어장치의 일종.  전원의 Input, Output에 의해 동작하며 포장, 기

계설비 조작, 자동조립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어짐.  
*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또는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시스템이

라고도 하는 시스템의 감시 제어기능을 말한다. SCADA 시스템은 

통신 경로상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장치

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원격장치(remote terminal unit)로 수집, 수

신·기록·표시하여 중앙 제어시스템이 원격 장치를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발전·송배전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공정 시

설, 공장 자동화 시설 등 여러 종류의 원격지 시설 장치를  중앙 

집중식으로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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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화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과의 가장 중요한 

연결 인터페이스. 레벨4. 

● Historian 

팩토리 플로어로 부터 히스토리

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식에 의해 보고 또는 표시. 레

밸3. 

● SCADA—Supervisory Con-

trol and Data Acquisition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또는 광역 감시 제어 데이터수집 

시스템. 레벨2. 

● PAC (a.k.a. PLC)—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 or Pro-

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조를 위한 설비자동제어 시스템. 레벨1. 

●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입출력장치, 동작현황을 보여주는 터치 

판넬. 레벨1. 

● I/O—Input/Output device 

공정을 이행하는 제어대상 장치. 레벨0.  

Industry Structure and  Segments 

: Industry 산업군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은 분야로 

나누어 지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업종군과 서비스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자동화를 위한 주요 표준기술과 적용분야  

위의 각 산업특성 분야별 구성표와 같이 분야별로 적용되는 

산업표준, 주요 적용기술, 사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차이가 있

으며, 네트워킹에서의 지연시간(Latency) 에 대한 요구 수준

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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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vel Plant Framework-ISA Standard ] 

Site Business Planning 
and Logistics Network 

Level-
4 

Site Manufacturing  
Operation and Control 

Level-
3 

Site Manufacturing  
Operation and Control 

Level-
3 

Area Supervisory Control  Level-
2 

Basic Control Level-
1 

Basic Control Level-
1 

Process Level-
0 

Discrete  
Manufacturing 

Process Manufacturing 
& Process Industries 

별개의 부품단위로 가공된 

원자재를 조립, 재배치하여 

일련번호로 추적이 가능 

 Automotive 

 Consumer Packaged 
Goods  

 Electronics and High-
Tech  

 Industrial Equipment 

 Aerospace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서  

원래의 구성품으로 환원 될 

수 없는 새로운 제품 

 Petrochemicals 

 Specialty chemicals 

 Food and beverage 

 Pharmaceuticals  

 Mining and metals 

 Consumer packaged 

일반적으로 공공을 위한  

승객/화물의 운송을 목적

으로 하는 서비스

 High speed rail  

 State and Public 
Works  

 Highway depart-
ments  

 Police & Fire depart-
ments  

 Transportation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 실행시스템 또는 생산 관리시스템, ERP/MRP의 상위시스템과 장비/제

어 시스템의 연결, 실시간으로 상/하위 시스템에서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지시, 현황파악, 작업 진행관리, 품질관리등을 수행. 주문받거나 계획에 

의하여 최종제품이 될 때까지의 최적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며 실시간 데이터로 작업활동을 지시하고 생산 활동에 대한 대응 결과

를 집계함. 즉, 작업지시를 받아서 설비에게 작업 수행을 내리며, 수행이력 

데이터를 장비로부터 받아 다른 시스템에 전달 및 가공하는 시스템.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산업군 Process  
Automation 

Process  
Automation 

Motion  

주요기능 
Information  
Integration, 

Time-critical 

Factory Automa-
Motion Control 

주요 적용기술 .Net, DCOM, TCP/IP 
Industrial  
Protocols, CIP, etc. 

HW and SW 
solutions, e.g. 
CIP Motion, PTP 

Response Period 1 second or longer 10 ms to 100 ms <1 ms 

어플리케이션 

Pumps, compres-
sors, mixers; 

monitoring of 

Material handling, 
filling,  
labeling, palletiz-
ing, 

Synchronization 
of multiple 
axes: printing 
presses, 

산업분야 
Oil & gas, chemi-
cals, 
energy, water 

Auto, food and 
bev, electric as-
sembly, semicon-
ductor,  
metals, pharma-

Subset of facto-
ry automation 

주요특성분야 Corporate IT  Industrial Systems 

보호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Information)  물리적인 공정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분야 
정보의 노출 / 재정손실 

안전, 건강, 환경, 

재정분야 

보안중점분야 중앙집중 서버들 보안 
분산된 현장 설비들의 

안정성 

가용성(Availability) 

95-99%  

(3.6-18. 3 days of down-

time / year) 

 99.9-99.999% 

(5.2 min- 8.7h of down-

time / year) 

결정민감도
Minutes to hours 

 (or longer) 
Millisec to hours 

운영환경 Interactive, transaction-

al 
Interactive, real-time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Reboot, patching / 

upgrade 

Fault tolerance,  

online repair 

* Six-Level Plant Framework(ISA 표준) :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 Industrial Standard( Technology )  

- IEEE802.3 Standard Ethernet, PTP (Precision Time Protocol) 1588 

- IETF Standard Internet Protocol (IP)  

- ODVA Common Industrial Protocol (CIP)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Manufacturing  Standard :  

- Perdue Reference Model  for  Control Hierarchy  

- ISA-95 :  Enterprise Control System Integration 

- ISA-99 :  Manufacturing and Control System Security 

- ISA-100 :  Wireless System for Automation  

- NIST 800-82 : Industrial Control System Security  

* IP(International Protection) 기준 

: 방진 및 방수보호 등급으로 수분 및 분진의 침투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장비의 보호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이며 산업용 설비, 장비등에게 요구 

되는 기준으로 산업용 스위치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에도 적용되며, 동일 

한 적합성 기준을 요구함.  (예)IP65, IEC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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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nd Production  

IT와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와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Top Floor 

(Enterprise IT) 와 Shop Floor (Production)  간의 정보의 흐름

과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견고하고 

끊김없는 현장가시성(Visibility), 실시간 협업(Collaboration), 

생산효율화를 위한 주요 솔루션의 적용등으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❶ Enterprise Network ❷ Plant Network ❸ Machine Network  

에 대한 IP Convergence를 통해서 다양한 Value added 된 

제조환경을 위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는 것입니다. 

 

Written By :  기업솔루션 아키텍터 이 종 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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