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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환을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전략

통신 사업자인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들은 치열한 경쟁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진정한 경쟁 우위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차별화를 꾀하려면 혁신을 
통해 더 개방적이고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네트워크 혁신을 발판 삼아 세 가지 주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세요.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뒤 확장하기 쉽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현해야 합니다.

매출을 증대하려면 다양한 트래픽 유형 및 그에 따른 서비스 레벨 계약(SLA)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에서 세밀하게 관리할수 
있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SLA의 범위를 확장하고 개인 맞춤형 
네트워크 경험을 지원하여 기준 가격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다양한 SLA를 제공하는 세그먼트 라우팅을 통해 이러한 개인 
맞춤형 경험을 구현하면 동일한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비용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Closed-loop 운영 모델에서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대규모 인식, 증강 
인텔리전스, 선제적 제어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완화하려면 고도의 안전이 보장되는 하드웨어 및 OS를 토대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우팅 인프라 시스템의 
SUDI(Secure Unique Device ID)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eBook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혁신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간단히 소개하고 
시스코 고유의 기술과 솔루션을 이용하여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대규모 네트워크 혁신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이러한 혜택을 누려 보세요. 다음과 같은 엔드 투 엔드 포트폴리오 영역을 제공합니다.



통신 사업자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통신 사업자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통신 사업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기업이자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 혁신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화하며, 통신 사업자도 거시 경제의 흐름과 
지정학적 상황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보편화 및 규제 심화는 이러한 
수익 흐름이 이제 최소한의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현지 또는 지역의 테두리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까지 경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제나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대중을 위해 
5G 서비스 개발에서 크나큰 가능성을 포착한 신생 경쟁업체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기 
직전입니다.

연결 서비스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통신 사업자는 균형 잡기 어려운 줄타기에 나섰습니다. 
한쪽에서는 폭발적인 대역폭 요구 증가와 고객의 기대치에 맞게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존 플랫폼을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서비스 오퍼링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CapEx 및 OpEx)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대한 인프라 전체의 보안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안 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지적 재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사업자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증가하는 용량 수요를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하는 위협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또한 점점 더 높아지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민첩성, 지속적인 혁신, 빈번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유연성이 낮은 운영 모델에 발목이 잡힌 데다가 혁신에 투자할 
만한 운영 비용(OpEx)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 모델, 기술, 인재 
유치, 서비스 개발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혁신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스코가 통신 사업자를 위해 추천하는 핵심 전략은 개방적이고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혁신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자금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의 인터넷을 한발 앞서 개발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주요 기회에 주력해야 합니다.

5G는 향후 15년간 세계 
경제에 2조 2천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

5G는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성숙 단계에 이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의 운영 및 인프라 
모델과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DC2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디지털화된 통신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탁월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 매출 증대

• 22% 수익 증대

• 30% 고객 유지율 증가

• 40% 고객 만족도 향상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역시 진화를 거듭하며 보다 표준화되고 사용하기 쉬워졌습니다. 
혁신적인 네트워킹 기술과 새로운 반도체, 광학 기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은 미래의 
인터넷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으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최적화, 분석, 자동화 툴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통신 사업자의 앞날은 매우 밝습니다. 시스코 연례 인터넷 
보고서(AIR)에 따르면 2023년까지 통신 사업자는 293억 개 이상의 네트워크 연결 
디바이스와 131억 개 이상의 모바일 연결 디바이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글로벌 매니지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82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는 SMB 시장과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모두 포함한 
2018년의 결과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업계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려면 고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원할 때 제공하세요. 디지털화를 통해 오퍼링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되면 자본 
비용(CapEx)이 절감되고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다층적인 시장이 
형성됩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아키텍처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아키텍처

시스코는 통신 사업자가 기존 네트워크를 더 높은 확장성, 민첩성, 운영 편의성을 갖춘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통신 사업자 솔루션 및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한편 시스코의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는 고객이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매출 증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려면 차별화된 서비스 오퍼링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차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네트워크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트래픽 유형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제어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SLA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엔드 유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위치와 관계없이 강력한 성능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세그먼트 라우팅을 기반으로 이용하면 가용 대역폭을 성능 세그먼트로 
나누고 이러한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다양한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세그먼트 라우팅은 SLA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된 여러 경로로 트래픽을 
유연하고 심플하게 자동 라우팅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나 유지 보수 또는 중단 
시에도 자동 재라우팅을 통해 성능을 유지해 줍니다.

매출 증대의 두 번째 단계는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에서 세밀하게 관리하여 SLA의 
범위를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확장하여 뛰어난 엔드 유저 경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별 성능을 갖춘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고객이 귀사의 네트워크를 맞춤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귀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마치 프라이빗 WAN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기업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고객은 귀사의 서비스를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객 충성도와 장기적인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한 비용 관리 

복잡한 멀티벤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됩니다. 대규모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인식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하여 
대규모 인식에 이용

• 증강 인텔리전스 - 분석 실행 및 머신러닝을 통한 인사이트 확보에 
이용

• 사전 예방적인 제어 -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 실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전반에서 자체 조정되는 대규모 자동화를 
구현하면 운영 효율이 높아져서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빠른 
혁신으로 고객이 열망하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세그먼트 라우팅은 운영 비용(OpEx) 측면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동일한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여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세그먼트 라우팅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리소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통합하면 서비스 유형별로 사일로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운영 구조가 간소해지므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옵티컬 트랜스폰더 레이어 기능을 라우터에 통합하는 레이어 통합으로 추가 장비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 부담의 감소와 
함께 관리할 네트워크 요소가 줄어들어 비용이 한층 더 절감되며, 이러한 인프라 요소를 
설치하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법은 네트워크 운영 자체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 툴은 인프라 요소의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를 이용하여 
라우팅 경로 및 기타 영역을 선제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혼잡과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대응 단계는 고객의 경험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관리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 완화

위험을 완화하려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사의 서비스 오퍼링은 근본적인 취약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하세요. 운영되는 부품 및 구성 요소가 제조 당시의 원래 
상태와 동일하고 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레벨의 RoT(Root of Trust) 

및 변조 불가능한 디바이스 ID를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영 소프트웨어에는 변조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해당 환경의 하드웨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상태 보고(call home)"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조합의 자동화 기능과 보안 
기능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자신 있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 
핵심 사항



시스코의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 핵심 사항

시스코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시스코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회를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
는지 알아봅니다.



고객 액세스 포인트 및 액세스

아키텍처의 엣지에서 고객 액세스 포인트는 귀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를 
나타냅니다. 이 아키텍처의 액세스 부분이란 엔드 유저에게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액세스 기술을 가리킵니다.

귀사의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새로운 5G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포함하여 Viptela 
및/또는 Meraki와 함께 시스코의 Managed Services 오퍼링 및 SD-WAN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IT 리더의 40%가 
현재 SD-WAN을 구축한 
상태라고 답했고, 약 55%는 
24개월 이내에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

귀사가 일반 주택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스코 솔루션을 사용하면 물리적 
레이어(PHY) 회로를 디바이스(예: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s)/
CCAP(Converged Cable Access Platform)) 외부로 분리하여 PHY 회로를 
네트워크의 엣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에는 Cisco WAN 오퍼링을 
활용하는 CIN(Converged Interconnect Network)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무선 부문에서는 Wi-Fi 처럼 모빌리티 활용 사례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RAN 
분리(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 및 분해(RAN을 별도의 구성 요소로 나누기)를 지원하여 
귀사가 5G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상 RAN(vRAN) 또는 개방형 
RAN(oRAN) 구축의 경우 원격 유닛(RU), 분산 유닛(DU), 중앙 유닛(CU) 같은 구성 
요소를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위치에 유연하게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솔루션은 
다양한 RAN 구성 요소와 원활하게 상호 운용되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벤더 종속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커널 기능이 있고 하드웨어 가속화(예: Intel N3000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지원하는 Cisco Virtualized Infrastructure Manager를 토대로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사용하여 DU의 중앙 집중화 및 가상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의 액세스 레이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주요 지원 요소이자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액세스 레이어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사용하면 완전한 자동화를 활용하고 SLA를 더 
엄격하게 제어하여 더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에 대한 레이턴시 절감은 
물론 엔터프라이즈에 특히 도움이 되는 진정한 분리형 경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귀사가 SD-WAN 및 세그먼트 라우팅 서비스 오퍼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사의 고객이 자체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귀사의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확실한 경로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용 사례는 개별 부서 또는 공공 서비스를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문 고객을 위한 뛰어난 오퍼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안, 
보건/의료 또는 도시 사업 등 서로 다른 부서에서 기본 네트워크 위에 자체적인 오버레이 
서비스를 생성하고, 해당 트래픽의 특정 SLA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이를 셀프 서비스 제품 또는 매니지드 서비스 오퍼링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설계 모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2022년 무렵이 되면 통신 
사업자는 80억 개 이상의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와 
40억 개 이상의 사물 
인터넷(IoT) 연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



Telco Cloud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지원 및 간소화

Telco Cloud는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통합 운영 환경은 귀사가 시스코 통신 사업자 인프라의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elco Cloud는 각각의 새로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 
투자를 활용하고 간소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이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관리,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운영 복잡성이 심화되며, 기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다시 혁신 능력과 신속한 서비스 출시 능력, 효과적인 경쟁 능력을 
제한합니다.

Telco Cloud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더 가까이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가용성 및 레이턴시 
측면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합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을 훨씬 
더 신속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Telco Cloud를 사용하여 공통의 
운영 환경과 인프라에서 추가 서비스를 더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어 보세요.

Pre-어그리게이션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의 사전 어그리게이션 섹션에서는 액세스 사이트를 집선합니다. 
이를 위해 NCS540 및 NCS 5500 제품군을 비롯한 Cisco NCS 라우터 제품군과 같은 
라우팅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Cisco NCS 55A2 Series 라우터는 MPA(Modular Port Adapter)를 통해 
IPoDWDM(IP over Dense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DWDM 인터페이스를 라우팅 플랫폼과 긴밀하게 통합하여 네트워크 레이어를 
축소하며, 따라서 관리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IPoDWDM 솔루션을 선택하면 전송 요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급 
기능을 이용하여 운영 비용 및 자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co Cloud 환경에서는 엔드 유저 서비스와 관련된 통신사 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컴퓨팅, 스위칭, 네트워킹 하드웨어와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기능을 갖춘 가상화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isco Nexus 스위치는 이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rure) 오퍼링에 
포함되는 RL(Remote Leaf) 기능도 지원합니다.

RL 기능을 사용하면 주 데이터 센터 밖에 있는 ACI 정책 모델을 IP 백본을 통해 원격 
사이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신 사업자는 모든 기능을 갖춘 ACI 패브릭에 
투자하지 않고도 소규모 데이터 센터로 ACI 패브릭을 확장하여 특정 서비스 오퍼링에 
필요한 정책 제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시스코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의 다음 분야는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엣지 또는 메트로 
사이트의 어그리게이션 섹션은 Business PE(Provider Edge), BNG(Broadband 
Network Gateway), 모빌리티 게이트웨이 같은 수많은 인프라 서비스 및 게이트웨이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Cisco ASR9000 라우터 및 NCS5500 Series 제품군을 사용하면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코의 Telco Cloud는 간소하고 비용 효율적인 엣지 분산에 최적화되어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엣지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확장형 통신 클라우드인 Cisco 

Nexus 플랫폼은 100/4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WAN 및 ACI에 
있는 세그먼트 라우팅 환경 간에 동적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SLA를 적용하여 
가상 시스템(VM) 및 컨테이너 트래픽을 WAN 네트워크 슬라이스로 원활하게 자동 매핑할 
수 있습니다.

Cisco NFVI(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Pod은 더욱 중앙화된 
Telco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팟(Pod)은 다양한 규모의 여러 버전으로 
제공되므로 규모 확장이 필요한 위치 또는 스토리지 등 추가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위치를 
지원합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환경을 위해 하이퍼컨버지드 스토리지 또는 원격 스토리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연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코어 및 피어링

아키텍처 내의 코어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엣지 사이트와 상호 연결되며 외부 환경과는 
피어링 포인트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대역폭 및 복원력 요구 사항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량 Cisco ASR 9000 Series 라우터 또는 NCS 5500 Series를 
비롯한 시스코의 라우팅 및 옵티컬 제품은 이러한 코어 또는 피어링 사이트에 필요한 성능 
및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합니다.

NCS1001, NCS1004, NCS2000 같은 Cisco 옵티컬 플랫폼은 데이터 센터 상호 연결 
및 DWDM(Dense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피어링 포인트에서 Cisco 8000 Series 라우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0Tbps에서 
최대 260Tbps까지 지원하는 이 제품은 업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400G에 최적화된 라우팅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획기적인 페타비트 규모, 임베디드된 
트러스트 앵커 모듈, 클라우드 개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정식과 
모듈식의 두 가지 플랫폼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케이블 또는 유선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트 라이선싱을 위한 유연한 사용 
모델을 제공하므로 통신 사업자는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첨단 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한 사용 모델에서는 종량제 과금이 가능하므로 5G를 비롯한 기타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 포트 용량을 확장하여 추가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모바일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5% 증가한 
수치입니다.5



인프라의 코어 사이트에서는 Telco Cloud 구축을 위해 지역 데이터 센터와 중앙 데이터 
센터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코의 확장형 Nexus 플랫폼은 100G 
및 4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MSO(Multi-Site Orchestrator) 같은 ACI 기능은 
여러 사이트 전반에 걸쳐 규모에 따라 자동화 및 정책 일관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코어 위치에서 멀티 클라우드 지원이 필요한 경우, Cisco Cloud ACI를 사용하면 ACI를 
Amazon, Google 또는 Microsoft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엔터프라이즈 다중 액세스 엣지 
컴퓨팅(MEC)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된 기존의 백엔드 
구성 요소와 간편한 무중단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코의 방대한 멀티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지원도 가능합니다. 시스코는 세그먼트 라우팅 및 Cisco ACI를 활용하여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워크로드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선, 무선, 비즈니스 서비스가 세그먼트 라우팅(SR) 또는 SRv6 기반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Cisco WAN 전략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세그먼트 
라우팅은 전송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분할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Flex-Algorithm 같은 기능으로 서로 다른 전송 슬라이스에 다양한 전송 특성(예: 
낮은 레이턴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시스코는 환경 보호 및 위험 완화를 위해 설계된 보안 서비스 오퍼링 제품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모든 라우팅 플랫폼에는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보호 기능을 레이어 
전체로 확장합니다. 보안 컨텍스트 및 위협 정보를 서드파티와 공유하는 시스코 보안 
솔루션은 업계에서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 암호화된 레이어에 
존재하는 위협까지 더 빠른 탐지 및 완화가 가능하며, 암호를 해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TALOS가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를 각각의 시스코 보안 
제품으로 전송합니다.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어슈어런스

전체 아키텍처를 아우르는 시스코의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어슈어런스 레이어는 크로스-
도메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및 가상화 네트워크 
양쪽에서 시스코 및 서드파티 하드웨어 전체에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Cisco NSO(Network Services Orchestrator)가 포함됩니다. 
NSO는 표준 기반 Netconf 및 Yang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을 제어하고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isco 
ESC(Elastic Services Controller)는 전체 라이프스타일에 걸쳐 서비스 및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툴인 VNF(Virtualized Network Function)를 제공합니다.

ESC는 VNF(Virtualized Network Function)에 대한 서비스 및 구성요소를 전체 라이프 
스타일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툴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관리 툴인 Cisco EPNM(Evolved Programable Network Manager)은 
EMS와 NMS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툴은 모든 규모의 통신 사업자급 네트워크에 
대해 간소화된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자동화된 디바이스 
작동, 빠른 프로비저닝, 사전 예방적인 어슈어런스를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인사이트와 가시성을 위한 Cisco Crosswork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를 계획, 설계, 
구현, 운영,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포괄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를 위해 인사이트 및 정보, 증강 인텔리전스, 사전 예방적인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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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솔루션을 활용하여 오퍼링 차별화

시스코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셀링 솔루션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에 나섰습니다. 즉, 통신 사업자 고객 및 파트너에 맞춰 제품 출시 방식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 SDN 전송은 비용이 
62%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네트워크에 비해 자본 
비용(CapEx)은 60%, 
운영 비용(OpEx)은 66% 
감소합니다.6

매출 증대

매니지드 B2B 서비스

시스코의 개방형 서비스 생성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공되는 Managed Services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SD-WAN(Viptela 
및 Meraki) 및 그 밖의 매니지드 서비스 매출을 늘리는 동시에 서비스 운영 비용을 관리해 
보세요. 또한 SD-Branch, SD-Access, Managed Device, Secure Network 등 추가 
서비스를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통신 사업자는 구축 
및 운영 비용 절감, 고객 경험 향상, 서비스 속도와 민첩성 개선 등의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5G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시스코는 5G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업종 및 회사 규모별로 알맞은 5G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시스코의 솔루션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수익을 창출하세요.

엄격하고 민첩한 엔드 투 엔드 SLA
시스코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이르기까지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 세그먼트 라우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DN(Software Defined Network)을 분산화하여 셀 사이트 및 
비즈니스 액세스 포인트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세요. 이제 엄격하고 적용 가능한 SLA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액세스 기술로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제공하며 신규 또는 기존 운영 워크플로와 통합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구축된 이 아키텍처는 허가받지 않은 코드가 네트워크 내부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실행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Cisco Silicon One
Cisco Silicon One은 미래를 위한 인터넷(Internet for the Future)의 토대가 될 
프로그래밍 가능한 차세대 실리콘 아키텍처입니다. 이 제품군의 첫 번째 디바이스는 
10Tbps의 장벽을 허물 첫 번째 라우팅 실리콘 아키텍처인 Q100입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다른 라우팅 실리콘 솔루션에 비해 대역폭은 두 배, 초당 패킷 전송 속도는 세 배에 
달합니다. Silicon One 제품군은 다수의 고정식 또는 모듈식 플랫폼을 가동하고 여러 
세그먼트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라우팅 기능과 스위칭 효율성을 갖춘 단일 통합 실리콘 
아키텍처입니다.

비용 절감

시스코의 통합 전송 방식

Cisco 8000 Series 라우터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400G 이상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이 라우터는 획기적인 페타비트 규모, 내장된 신뢰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 개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케이블, 유선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이 모듈식 
맞춤형 라우터를 선택하면 대규모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대폭 절감되므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준비된 5G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OS XR
IOS XR의 최신 릴리스인 IOS XR7은 더욱 간소화된 운영 체제(OS) 아키텍처로, 리소스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IOS XR7은 클라우드 개선 환경에서 업그레이드 주기를 
확인하여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보다 발전된 모듈 구분과 개방형 API에 더불어 표준 개발 



Cisco Optics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TCO 중 광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아래의 영역에서 400G 광학기술 도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 기술 - 단일 파장 100G 광학기술에 사용되는 기반을 활용하여 400G의 비용 및 
복잡성 감소

• 제조 - 시스코의 반도체 산업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고용량, 고품질 광학 제품 제조

• 혁신 - 포토닉스를 칩 레이어에 통합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를 혁신하여 생산량 
및 비용 구조를 더욱 개선

• 광학기술에 대한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 - 시스코 시스템 및 멀티벤더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보장

서비스 및 레이어 통합

시스코의 세그먼트 라우팅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스테이트리스(stateless)로 네트워크 
전체에서 수많은 SLA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행하여 여러 서비스를 동일한 인프라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통합 플러그형 신기술을 사용하여 광학 전송 
레이어를 최적화된 방식으로 라우터에 통합하므로 네트워크 전체의 총 소유 비용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 통합은 매우 유망한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동화 및 운영

시스코는 자동화를 통해 운영 비용을 줄이고 기존 설비 투자의 유효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동기화된 프로그래밍 기능 및 자동화 툴과 
결합하면 프로비저닝, 최초 운영, 데이터 구성, 백업 및 복구 작업에 더 이상 몇 시간 또는 
며칠씩 낭비하지 않고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일상 
업무를 간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코 디바이스의 IOS XR 소프트웨어는 노스바운드 API로 자동화 솔루션에 연결하고 
사우스바운드 API로는 IOS XR을 실행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vRAN
이전의 RAN 접근 방식은 단일 벤더에 종속되는 현상, 운영 복잡성, 아키텍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개방형 vRAN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스코는 주요 파트너와 함께 개방적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더 수익성 
높은 RAN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험 완화

보안

시스코 제품은 처음부터 보안 보호를 염두에 두고 구축됩니다. 시스코의 라우팅 및 보안 
제품은 보안 컨텍스트 및 위협 정보를 서드파티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더 빠른 탐지 
및 위험 완화가 가능합니다.

시스코 보안 솔루션은 업계 최고의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인 TALOS의 인텔리전스를 각각의 
시스코 제품으로 전송합니다.

신뢰

통신 사업자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고객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고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지지만, 강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 충성 고객이 
확보되고 ARPU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뢰의 토대는 바로 네트워크 전체의 라우터 및 
기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내장된 보안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인증용 보안 
고유 디바이스 식별자(SUDI)를 포함하는 것이 신뢰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하드웨어에 고정된 RoT(root of trust)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이로써 변조되지 않은 정품 
소프트웨어만 시스코 플랫폼에서 부팅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사슬이 형성됩니다. 또한 
시스코는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는 시스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를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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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는 시대에 시스코는 귀사가 대규모 네트워크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토대로 성능 및 업타임을 향상하고, 최적화 및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제공하고, 맞춤화된 접근 방식으로 고객 신뢰도와 충성도를 쌓아 
보세요. 시스코 솔루션이 제공하는 더 스마트하고, 더 간단하고, 더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IT 
네트워크 및 협업 툴을 사용하여 고객 경험과 팀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귀사의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솔루션을 구축하여 성공을 앞당길 것입니다. 시스코는 인사이트와 전문성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귀사의 네트워크 비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운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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