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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is�Horse�?�

비즈니스업무환경은엄청난변화를맞이하고있는지금..

[2000년 VS�지금의 운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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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2000,�이제는 추억만 해야하는데...

Simple,�automated�transport�
from�any�user�,�any�device,�to�
any�application

이동성(Mobility)

보안

자동화와모니터링

서울의어느사무실모습(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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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방식의변화 (Smart�Workplace)
- 프로젝트 중심의 공간,�협업과 공유를 활성화하는 환경

- 건물 내 공유/자유 좌석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정적네트워크환경의제약극복
-건물 內 사용자 층간 이동 不可

- 층간 이동시 IP주소 및 보안정책 의 변경작업 필요 (방화벽,접근권한)

증가하는 BYOD�수용 과 보안정책의충돌
- 증가하는 모바일 단말,�개발 시료의 접속요구와 보안정책 설계 어려움

네트워크운영효율성향상요구
- 인프라 관리와 변경작업,�보안 관련 업무의 증가

인증기반네트워크 사용자의자유로운이동 자동화 네트워크가시성

현재어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
Cisco�SDN�솔루션으로구현

2021년 우리가 기대하는업무환경 (Work�Place)

오픈형 좌석

• 팀, 직급 구분없이

모바일 워킹
• 사옥 내 유연한 무선환경
• 장소와 단말 구분없이

업무처리(사내시스템 등)

• 자율좌석제
공유오피스

Digital & Smart Office 

화상회의
• 글로벌 통합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화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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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의 고민

보안정책의수립 늘어나는업무로드

보안팀의 고민사용자의 고민

Cisco�SDN�솔루션은 이동성,�보안성, 업무로드 를한번에 Clear

이동성(자유로움)

보안정책을 수립하자니, IT팀 변경작업이 늘고사용자의 자유도를 올리자니 보안이 걱정되고

Cisco�SDN(Software�Defined�Network)

회사의경영진을설득시킬수있는 Value�그리고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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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보안성

지점

“건물,층, 자리가 변경되더라도,
IP가 변하지 않아서 방화벽 , ACL 작업

이 필요 없어요＂

22F

21F

17F
SDA

Network

SDA

임직원A
“10.10.1.112”

임직원A
“10.10.1.112”

임직원A
“10.10.1.112”

외부망

SD-Access  관문
:  Fusion 노드

Software Defined 
Network

가상
네트웍1

가상
네트웍2

가상
네트웍3

물리적인 장소제약 Free : 이동/출장/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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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망분리 &�경제성

기타..

출입통제
System

사내방송

회의실
예약

사내방송
Screen

회의실
예약

출입통제 기타..

Any Switch, Any Port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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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Monitoring��

Automation 엔진

Assurance 엔진

Policy Design

Provision Assurance

Router Wireless LAN
Controller

Access
Point

Switch

SDA-Ready Hardware

and   

Non-SDA-Ready Hardware

SDA Controller (DNA Center)

대쉬보드 Assurance 플랫폼

Traffic의 확인 및

모니터링

SDN 컨트롤러(Cisco DNA Center) 를 통하여 LAN 네트워크의 설계,구축,운영,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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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DN�(SD-Access)�사례#1-1� 좌율좌석제

§ 그룹관계사가층구분없이좌율좌석제도입

§ 자유로운층간이동,�건물 이동

§ 각사의인사DB�를 통한 인증에따라권한

할당 (각 사 사내시스템만접속가능)

§ 유/무선 구분없는동일한권한할당

What’s�th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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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DN�(SD-Access)�사례#1-2�:�IP�모빌리티

§ 빈번한좌석이동이발생하지만

단말의 IP�주소는 유지되어야하는고객사

§ 층과좌석에구분없이 IP주소를그대로사용

What’s�the�Value?

(B) 고객용 상담원

(C) 고객용 상담원

(D) 고객용 상담원

(E) 고객용 상담원

(A) 고객용 상담원

‘콜센터’ 
(11층 ~ 15층)

‘사무실’ 
(5층 ~ 10층)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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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DN�(SD-Access)�사례#2� 보안성&경제성

§ 망분리가필요한고객사

§ 논리적망분리적용을통한비용절감

- 관리장비수,�케이블,�전기료,�항온항습설계

§ 각망분리네트워크 (Virtual�Network)�간

통신은상단의방화벽을통과해야만통신이

가능함 (허용/거부 보안정책설정)

What’s�the�Value?

직원망 개발자 시세
망

임직원
일반

IP
전화기

시세
망

임직원
DB

임직원
DB

가상분리

물리적 분리
제어부(컨트롤)
인증/보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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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DN�(SD-Access)�사례#3-1�:�Automation�(구축)

What’s�the�Value?

§ 컨트롤러기반구축,운영,변경

§ 사용자의요구사항에대한빠른대응

§ Mega�네트워크를쉽고빠르게변경

컨트롤러 기반
네트워크 구축,운영,변경

SDN Controller

AutomationPolicy Assurance

Client mobility

Policy follows user

SD-Access
extension

SD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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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DN�(SD-Access)�사례#3-2�:�Assurance�(모니터링)��

What’s�the�Value?

IT망 전체 View로 모니터링

SDN Controller (Cisco DNA 센터)로 Feedback 

AI(인공지능)/ML(머신러닝) 분석
을 Cloud로 처리 가능한 옵션 제공

IP,장비로그,인증,센서 등의 통신
으로 발생하는 모든 Telemetry 
수집

사용자,장비,회선

§ “IT Quality”에 대한 정보습득

§ 시스코가권장하는 Best�IOS,�이슈 별 대응

Action�등을 바로확인하고즉시실행 Quick�

Fix 를 제공

§ 외부업데이트를통해최신정보에대한

가이드를항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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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DA를 위해 필요한장비는 ?

Cisco Catalyst
9400 Series

Cisco Catalyst 9300 Series
Cisco Catalyst
9500 Series

Cisco Catalyst 
9200 Series

Cisco Catalyst
9600 Series

§ Catalyst�9K�스위치 § Catalyst�9K�무선 AP

그리고 Cisco DNA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