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고객사 이름

Bell Canada
캐나다

해결과제
• 컨버지드 IP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고가용성 제공
• 어드밴스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매출 창출 서비스로 전환

솔루션
• Cisco Services: FTS(Focused
Technical Support), 서비스
제공업체 라우팅 및 스위칭 최적화
서비스, 무선네트워킹 최적화
서비스, 서비스 제공업체 테스트 및
검증 서비스, 네트워크 가용성 개선
지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결과
• 99.999%의 네트워크 가용성 달성
•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Certification
을 크게 줄여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출시 일정 단축
• 고객 만족 및 고객 유지 향상, 신규
고객 확보 비용 절감

99.999%의 네트워크 가용성을
달성한 북미 지역의 통신 사업자
Bell Canada는 Cisco Services를 통해 업무를 혁신하고
출시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해결과제
Bell Canada는 캐나다 최대 통신 회사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및 소비자 시장에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ell 브랜드로 출시된
Bell Canada의 서비스로는 시내, 장거리 및 무선 전화 서비스, 고속 및 무선 인터넷
액세스, IP 광대역 서비스,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 DTH(Direct-to-Home) TV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많은 기업에서 Bell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ell
네트워크는 뚜렷한 비전, 시장 리더십을 위한 노력, 신중한 계획 및 Cisco Services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2005년, Bell Canada는 단일 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데이터 및 동영상을 전송하고
고급 부가가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ell Canada는 회사 네트워크를
Cisco®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P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아키텍처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Bell Canada의 네트워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글렘와드(Glenn Ward) 수석 부사장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네트워크 풋프린트를 만들고 네트워크 가용성을 99.999%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고객들이 우리의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혁신적인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IP 기반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ll Canada는 2005년 이전에 시스코 기술에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MPLS
아키텍처 기반 통합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새로 나온 기술이 기존 데이터 및 음성
네트워크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에서는 Bell Canada
의 기존 운영 방식을 상당 부분 변경해야 했습니다.
Bell Canada 팀은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을 개발하고 99.999%의 신뢰성 수준을 얻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스코의 풍부한 리소스와 전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리라는 점을 재빨리 인식했습니다. Bell Canada는 시스코 어드벤스드
서비스(Cisco Advanced Services)와 손을 잡고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혁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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