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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재정의하는 Cisco의 Nexus 9000
2013 년 2 월 , 미국 보스턴에서 Fidelity Investments 가
주최한 ONUG(Open Networking User Group) 에서 해당
위원 중 한 명이 제게 " 어느 날 아침에 깨어 보니 Cisco 가
업계를 변화시킬 개방형 네트워킹 솔루션을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2013 년
11 월 6 일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Cisco 는 Insieme
Networks 를 인수했고 , 이를 통해 널리 큰 원성을 사던
네트워킹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 즉 ,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이 과도하게 초과 유입되고 , 불균등하며 ,
유연하지 않아 온디맨드 (on-demand) 워크로드 생성 및
이동을 지원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 이를
비롯한 불만 사항들은 Amazon Web Services Team 의
VP 겸 Distinguished Engineer 인 James Hamilton 이
2010 년 10 월에 작성한 블로그인 "Data Center Networks
Are In My Way" 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그 이후
Insieme 의 엔지니어링 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트워킹을
재정의했으며 ,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IT 업계를 변화시킬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를 분명히 보여 줬습니다 .
새로운 Cisco 제품 라인에는 여러 가치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 저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Lippis Report 에서 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 하지만 이 Lippis Report Research
Note 에서는 새로운 Nexus 9000 시리즈 데이터 센터
스위치를 검토합니다 . Cisco 는 이 시리즈가 업계에서
포트 밀도와 전력 효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패킷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르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
모듈러 스위치라고 약속합니다 . Nexus 9000 시리즈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친숙한 출발점이 됩니다 .

최근 Cisco 는 Nexus 9300 시리즈 고정형 스위치와
Nexus 9500 시리즈 모듈러 스위치로 구성된 새로운
Nexus 9000 데이터 센터 스위치 제품군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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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Nexus 9508 입니다 . 이 제품은
성능 , 전력 효율 , 10/40GbE 및 향후 100GbE 포트 밀도 ,
프로그래밍 환경 및 오케스트레이션 특성 면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첫 번째 고객
배송이 이루어지기 오래 전에 출시 시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함께 제품을 발표하는 데 반해 , Cisco 의 Nexus
9000 시리즈는 2013 년 4 분기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
실제로 , 독립 및 개방형 업계 Lippis/Ixia 팀은 각각 RFC
2544, 3918 및 2889 를 통해 레이어 3 유니캐스트 및
IP 멀티캐스트 전달 레이턴시 및 병목 관리에 대해 288
40GbE 용량으로 Nexus 9508 테스팅 프로세스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 Nexus 9508 테스트 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이며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그때까지는 Nexus 9000
제품 아키텍처와 이로 인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유선 속도의 논블로킹 (Non-Blocking) 성능을 갖춘 Nexus
9500 고밀도 10/40GbE

제품군의 첫 번째 모듈러 스위치인 Nexus 9508 은
놀라운 밀도 및 속도 메트릭을 자랑합니다 . 이 제품은
8 슬롯 섀시 형식으로 업계 최고의 288 논블로킹 40GbE
포트를 지원합니다 . 섀시 내의 8 개 슬롯 각각에는 3640GbE 라인 카드가 장착되어 288 40GbE 를 구현합니다 .
또한 Nexus 9508 은 40GbE-to-10GbE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포함하는 1,152 논블로킹 10GbE 포트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서 다양한 모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 현재 Nexus 9000 은 Arista 7500E 등의
다른 경쟁업체 제품과 동일한 포트 밀도를 제공합니다 .
섀시 아키텍처
Nexus 9500 시리즈에는 섀시 설계와 같은 고유한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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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습니다 . Nexus 9508 은 8 슬롯 섀시이므로
8 개의 라인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 이러한 슬롯은 라인
카드용으로만 사용되므로 이는 라인 카드와 수퍼바이저
모듈이 혼합되는 경우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2 개의 수퍼바이저 모듈은 라인 카드 모듈 아래에 있으며
완벽한 1 대 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 수퍼바이저 모듈
아래에는 각각 약 3 킬로와트의 AC 전원을 Nexus 9500 에
공급할 수 있는 8 개의 전원 공급 슬롯이 있습니다 . 하지만
완전히 채워진 섀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는 2 개의 슬롯만
필요합니다 . 2+1 또는 2+2 구성에서 이중화를 위해 2 개의
추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4 개의
슬롯은 나중에 100GbE 및 다른 세대 ASIC 를 지원하도록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추가 전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기록을 참고하면 섀시는 10 년 이상 동안
사용되어 여러 세대의 ASIC 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주요 설계 특성 중 하나는 Nexus 9500 은 라인 카드에서
패브릭 모듈로 연결하는 미드플레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프론트 투 백 (front-to-back) 에어플로가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전력 및 냉각 효율이 높아집니다 .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섀시의 뒷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3 개의 팬 트레이 , 2 개의 시스템 컨트롤러
및 6 개의 패브릭 모듈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Nexus
9500 섀시는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래의
요구사항에 맞춰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상용 및 맞춤형 실리콘 라인 카드
네트워크 스위치 설계에서 최초로 상용 및 맞춤형 실리콘을
모두 사용하여 보완하고 혁신을 추가했으며 , 이는 라인
카드와 관련하여 Cisco( 이전의 Insieme Networks)
엔지니어링이 거둔 큰 성과입니다 . 이러한 상용 및 맞춤형
실리콘의 혼합을 통해 가격 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 실리콘만을 사용하는 스위치보다 더 큰
부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음 3 가지 라인
카드와 앞으로 몇 분기 내에 발표될 더 많은 라인 카드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4-40GbE QSFP+ 를 포함하는 48 1/10GbE SFP+,
2) 4-40GbE QSFP+ 를 포함하는 48 1/10GbT, 3) 3640GbE QSFP+ 최대 라인 레이트 등 3 가지 라인 카드를
Nexus 9500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채워진 Nexus
9500 은 30T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을 제공합니다 .
1/10GbE 라인 카드는 640Gbps 의 라인 레이트 용량을
제공합니다 . 4 40GbE 는 업링크 및 다운링크로 모두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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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GbE 라인 카드는 QSFP+ 폼 팩터에 기반합니다 . Cisco 는
Nexus 9000 이 64 바이트부터 9216 바이트까지 모든 패킷
사이즈에서 논블로킹 성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 이러한
주장은 별도의 독립 테스트 보고서에서 검증되었습니다 .
36 40GbE 라인 카드는 초과 유입이 되지 않도록 (nonover-subscribed) 설계되어 다른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패킷 사이즈 유선 속도 전달 제한 문제를 해소합니다 .
네트워크 설계의 관점에서 위 라인 카드 옵션은 혼합
1/10/40GbE 환경에 대해 QSFP+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384 1/10GbE 및 32 40GbE 포트 구성을
제공합니다 . 이 구성은 10GbE-40GbE 마이그레이션에
매우 유용합니다 .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40GbE 라인
카드에서 QSFP+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사용하여 더 큰
유연성과 10GbE 밀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전력 효율
Nexus 9500 의 혁신적인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그린
컴퓨팅 (green computing) 에 대한 오늘날의 시장 요건을
충족하면서 매우 높은 효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대로 , Nexus 9500 은 라인 카드를 패브릭
모듈에 연결하는 데 미드플레인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프론트 투 백 에어플로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
라인 카드에는 버퍼 블로웃 (bloat) 없이 2~4 개의 ASIC 만
포함되며 앞에서 언급한 28nm Cisco 와 40nm Broadcom
맞춤형 및 상용 ASIC 각각의 혼합이 포함됩니다 . 전력
면에서 Nexus 9000 의 전원 공급 장치는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으며 모든 워크로드에서 90%~94% 의 전력 효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포트당 전력에 있어서
Cisco 는 Nexus 9500 이 일반적으로 10GbE 포트당 3.5W,
40GbE 포트당 14W 를 소비한다고 주장하며 , 이로써 Nexus
9500 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전력 효율이 가장 높은
모듈러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 계산해 보면 288 40GbE 의
완전히 로드된 Nexus 9500 하나를 가동하는 데 비용이
연간 5,475.26 달러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
새로운 ToR 또는 고정형 구성 Nexus 스위치
위에서는 Nexus 9508 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지만 ,
Cisco/Insieme 팀은 고정형 구성 스위치인 2 가지 새로운
ToR(Top of Rack) 또는 리프 스위치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
2RU 폼 팩터의 48 1/10GbE SPF+ 및 12 40GbE QSFP+
스위치인 Nexus 9396PX 와 3RU 폼 팩터의 96 1/10GbE-T
및 8 40GbE QSFP+ 스위치인 Nexus 93128TX 가 바로
그것입니다 . 두 고정형 구성 스위치의 공통점은 이중화 FAN
및 전원 공급 장치와 프론트 투 백 (Front-to-Back) 및 백
투 프론트 (Back-to-Front) 에어플로에 대한 지원 , 64GB
SSD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듀얼 또는 쿼드 코어
CPU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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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정형 구성 스위치는 여러 레벨에서 고유하지만 그
핵심은 상용 및 맞춤형 ASIC 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Broadcom Trident II 칩은 최고의 상용 실리콘 전달 기능을
제공하고 , Insieme 맞춤형 ASIC 는 혼합 속도 연결을 위한
추가 버퍼링 , VXLAN 라우팅 , 서버 연결 또는 업링크에
대한 40GbE 포트 활용 등 모든 주요 부가 가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용 및 맞춤형 ASIC 를 모두 사용하여 9300
시리즈를 설계함으로써 Cisco 는 상용 실리콘의 생산 및
혁신 주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Cisco 의 고정형 구성
스위치를 혁신하고 차별화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 기능 및 새로운 Nexus OS
Nexus 9000 하드웨어의 강력한 성능 외에 Cisco
엔지니어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킹을 정의하는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 Cisco 는 NXOS(Nexus Operating System) 를 현대화했으며 , 기반이
되는 Linux OS 를 전체 64 비트 커널로 업데이트하고
직접 BASH 액세스를 통해 Linux 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프로그래밍 기능 ,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 가시성의 3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 모두 하나의 NX-OS 이미지로 구현됩니다 .
Nexus 9000 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옵션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공개하여 Nexus
9000 을 업계에서 가장 기능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제품으로 포지셔닝합니다 . 예를 들어 Broadcom
셸 , ASIC 카운터 , 버퍼 , TCAM, CLI 출력 , Bash 등은
NX-OS 콘솔뿐만 아니라 REST, RPC, NETCONF, XML 및
JSON API 를 통해서도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Insieme 는 NX-API 라는 새로운 REST/RPC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네트워크 또는 DevOps 관리자가 구조화된
HTTP/HTTPS REST 호출을 통해 스위치를 프로비저닝
또는 쿼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Nexus 9000 의
포워딩 테이블은 Cisco onePK 개발 환경 또는 OpenFlow
프로토콜을 통해서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Cisco 의
XNC(eXtensible Network Controller) 또는 ODL(Open
Daylight Controller) 등의 컨트롤러가 스위치를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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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래밍 환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Cisco 가
CLI 의 전통적인 사람 - 머신 메타포뿐만 아니라 XML,
JSON, REST API 등의 머신 - 머신 메타포도 지원하여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리소스를 호출할 수 있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중화 관리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Cisco 는 이러한 역량을
DevOps 및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에게 부여하는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 생성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
이후 Lippis Report 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
Insieme 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환경은 네트워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경제를 바꾸고 네트워크
가치를 활용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
프로그래밍 기능 외에도 Nexus 9000 은 이미지 / 패치 및
구성 관리를 위한 Puppet 및 OpsCode Chef 에이전트 , 많은
수의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완전히 통합된 XMPP Pub-Sub
인프라 , Cisco Neutron 플러그인을 통한 OpenStack 과의
네이티브 통합 등과 같은 통합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Nexus 9000 시리즈는 vTracker, 동적 버퍼
모니터링 , 향상된 일관성 검사기 , Wireshark 의 향상된
버전 , SMTP 이메일 " 파이프 " 출력 및 Embedded Event
Manager 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고합니다 .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 센터 트래픽에 대한
디바이스 및 전체 네트워크 가시성을 높여 줍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Nexus 9000 플랫폼은 모두 고정형
폼 팩터 9300 시리즈와 모듈러 9500 시리즈 전체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 바이너리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고객이 단일 적격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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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호
Nexus 9000 은 처음부터 기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합되어 과거의 투자를 보존하는 동시에 향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케이블링은 대규모 CapEx 지출을 의미하므로
기존 투자를 보존하면서 더 큰 대역폭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설계적 특성입니다 . 또한 기능 및 스킬셋 (skill set)
보존의 관점에서 전향적 (forward) 및 후향적 (backward)
네트워크 운영 체제 기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
많은 경우 Nexus 9000 플랫폼을 전통적인 3 계층
액세스 / 어그리게이션 / 코어 아키텍처와 새로운 2 계층
리프 / 스파인 (leaf/spine) 아키텍처 모두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많은 Cisco 고객은 이전의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Nexus 장비가 구축된 데이터 센터에 Nexus 9000 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Cisco 에 따르면 Nexus
9000 은 Nexus 2000 시리즈 FEX(Fabric Extender) 를
지원하게 됩니다 . 1/10 base T 및 F 를 모두 지원하는
Nexus 9500 모듈은 과거의 카퍼 및 파이버 케이블링
인프라 지출을 보존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Nexus 9500
시리즈 모듈러 스위치는 나머지 Nexus 9500 제품군
전체에서 공유되는 공유 수퍼바이저 , 전원 공급 장치 ,
모듈을 포함하는 플랫폼입니다 .
Nexus OS 관점에서 Nexus 9000 은 NX-OS 6.1(2) 릴리스
버전을 지원하여 기존 Nexus 스위치 포트폴리오와 기능적
일관성을 제공하되 추가 프로그래밍 기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패치 기능 등 많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합니다 . 이를 통해 공통 CLI 관리의 모양과
느낌뿐만 아니라 기존 SNMP MIB, NETCONF-XML API
등과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 Cisco 에 따르면 라우팅
프로토콜 , 관리 , 고가용성 기능 , ISSU(In-Service Software
Upgrade), VPC(Virtual Port Channel) 등 대부분의 Nexus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통합 VXLAN 게이트웨이 , 브리징 및 라우팅
VXLAN(Virtual eXtensible LAN) 은 가상화된 네트워킹 또는
오버레이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
Nexus 9300 및 9500 시리즈 데이터 센터 스위치는
하드웨어에서 VXLAN 캡슐화 및 캡슐화 해제를 지원합니다 .
VXLAN 게이트웨이는 VXLAN-VLAN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고 , VXLAN 브리징은 VXLAN-VXLAN 전달을
제공하는 한편 , VXLAN 라우팅은 서로 다른 IP 서브넷 간에
VXLAN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www.lippisreport.com

VXLAN 게이트웨이 , 브리징 및 라우팅 기능은 Nexus 9000
시리즈에서 기본으로 제공되어 VXLAN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VXLAN 게이트웨이
서비스의 경우 , Nexus 9000 시리즈는 VNID(VXLAN
Network Identifier) 추가를 포함하는 VXLAN 헤더 내에
레이어 2 프레임을 캡슐화하여 VXLAN 캡슐화 트래픽을
종료하고 VXLAN 터널을 시작하는 기능인 VTEP(VXLAN
Tunnel End Point) 를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L2 세그먼트
공간을 오늘날 VLAN 의 4,096 에서 24 비트 세그먼트 ID 의
1,600 만 세그먼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Nexus
9300 및 9500 에서 모두 지원되는 VXLAN 게이트웨이
기능은 VXLAN 의 확장 및 기존 VLAN 에 대한 스위치별
매핑 시 뛰어난 유연성을 구현하여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가상화된 네트워크 터널을 자유롭게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VXLAN 브리징은 Nexus 9300 및 9500 스위치 내에서
기본적으로 VNID 간의 L2 전달을 제공합니다 . VXLAN
브리징 외에 Nexus 9000 시리즈는 통합 라우팅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여 VXLAN VNI 및 IEEE 802.1Q VLAN 이
서로 간에 브리징할 뿐만 아니라 전면 패널 사용자 포트를
희생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러한 모든 L2 세그먼트 기술
간에 트래픽을 L3 라우팅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
그렇다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의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통합 하드웨어 VXLAN 기능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 이를 통해 고객은 엔드 투 엔드 확장형 L3
패브릭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네트워크 엣지에 VXLAN 을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가 Nexus 9000 지원 스위치에서 직접 VXLAN
하드웨어 오버레이를 활용하여 서로 간에 유연하게
통신하고 전달 성능을 희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Nexus 9000 이 새로운 리프 / 스파인 네트워크 설계의
중심이 되는 한편 , 클라우드 공급자와 엔터프라이즈 IT
조직이 1GbE 에서 10GbE 로 , 10GbE 에서 40GbE 로
전환하면서 속도 및 유연성 향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사용 사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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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에서 1GbE 에서 10GbE 로 전환
Nexus 9000 은 데이터 센터에서 EoR(End of Row) 구성을
사용하여 1GbE 로 Catalyst 6500 을 구축한 사용자에게
업그레이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Nexus 9000 은
더 나은 1/10GbE 포트 밀도 , 40G 업링크 , 유선 속도의
성능 ,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며 1GbE 또는 10GbE 를
위해 다시 케이블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장점은
데이터 센터에 Catalyst 6500 을 유지하려는 생각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 , Catalyst 6500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는 배선을 다시 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장비를 1/10G 액세스 스위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 이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에서 설명한 Nexus 9000 의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서버 연결을 위해 Catalyst 6500 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회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변경하지 않고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Catalyst 6500 에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이 없습니다 . 즉 , Sup720 또는 2T plus 모듈은
Nexus 제품 라인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
Catalyst 6500 이 카퍼 연결의 200~384 1GbE 포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 Nexus 9000 이 Catalyst
6500 을 대체하고 동일한 케이블 인프라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1 대 1 1/10GbE 카퍼 포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atalyst 6500 고객은 동일한 케이블
인프라를 유지하고 원하는 속도로 10GbE 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즉 , 모두 10GbE 를 사용하거나 1GbE 와
10GbE 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 개만 사용됩니다 (4 개는 전송용 , 4 개는 수신용 ). 따라서
10GbE 에서 40GbE 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케이블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며 , 이러한 케이블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이 점이 진입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Insieme 엔지니어는 모든 Cisco
QSFP 포트를 지원하는 Cisco 40G SR-BiDi QSFP 라는
QSFP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 SR-BiDi QSFP 는 두 개의
10GbE 신호를 하나의 20GbE 스트림으로 멀티플렉싱하고
옵틱 측에서 2 개의 20GbE 파장을 실행하며 QSFP 플러그형
MSA 준수 전기 신호를 스위치 모듈에 전달함으로써 10GbE
옵티컬 인프라에서 사용되는 듀얼 LC 커넥터만 종료하면
됩니다 . 즉 , SR-BiDi QSFP 는 10GbE 옵티컬 인프라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2 가닥의 파이버를 통해 40GbE 를
실행합니다 . SR-BiDi QSFP 를 사용하면 동일한 LC
커넥터를 지원하므로 기존 10GbE 멀티 모드 파이버 케이블
인프라 및 패치 케이블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SRBiDi QSFP 는 오늘날의 40GbE 케이블 인프라 업그레이드
요건을 해소하여 케이블링 및 스위치 하드웨어의 CapEx 를
70% 나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단히 말해 , SR-BiDi QSFP 는
10GbE 에서 40GbE 로의 비용 없는 파이버 케이블링
업그레이드 경로를 제공합니다 .

10GbE 에서 40GbE 로 : 40GbE 의 3 가지 진입 장벽 제거
네트워크 설계자가 40GbE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되는 3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 1) 대부분의
IT 경영진이 그 비용을 파악하는 즉시 40GbE 를 단념하게
되는 파이버 케이블링 업그레이드 요건 , 2) 40GbE 옵틱의
비용 , 3) 40GbE 스위치 가격입니다 .
파이버 업그레이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플러그형 (Pluggable) QSFP 플랫폼
PHY 없는 설계 대신에 Insieme 엔지니어는 파이버 옵틱
케이블 업그레이드 요건을 피하기 위해 40GbE 옵틱용
플러그형 QSFP+ 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옵틱 비용과
새로운 케이블링 요건으로 인해 40GbE 옵틱은 CapEx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오늘날의 40GbE 옵틱에는
10GbE 에 비해 4 배의 파이버 케이블링이 필요합니다 .
즉 , 40GbE 에는 8 가닥의 파이버가 필요한 데 비해 ,
10GbE 에는 2 가닥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40GbE
MPO 옵티컬 커넥터에는 12 개의 파이버 커넥터가 있지만
www.lippisreport.com

두 번째 진입 장벽은 40GbE 옵틱 비용으로 , Cisco 에서는
40GbE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 이 가격 전략은 40GbE 의 파이버 케이블링
및 옵틱 관련 진입 장벽을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 시장에서
네트워크 설계자들이 케이블링 , 옵틱 및 스위치 비용 장벽
없이 10GbE 에서 40GbE 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 이는
광범위한 40GbE 업그레이드를 불러오는 촉발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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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10GbE 에서 40GbE 로의 원활한 저비용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 288 40GbE 포트를 포함하는 Nexus
9500 은 현재 사용 중인 10GbE 인프라와 동일한 40GbE
밀도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
대규모로 고밀도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전환을 구현합니다 .
Nexus 9500 은 매우 강력한 2 가지 전환 옵션을
제공합니다 . 하나는 EoR 공간에서 1GbE 에서 10GbE 로
전환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어그리게이션 공간에서
10GbE 에서 40GbE 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Cisco 는
Insieme 인수를 통해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미디어 연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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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exus 9000 시리즈는 L1 연결 및 L2/L3 전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업그레이드 옵션은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환 중 하나인
프로그래밍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 즉 , Nexus 9000 은 이러한 스위치 시리즈
내에 설계된 프로그래밍 환경과 함께 L4-L7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 간단히 말해 , Cisco 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속도가 더 빠른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James Hamilton 은
자신이 2010 년 10 월에 썼던 블로그를 수정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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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Lippis 소개
Nicholas J. Lippis III는 첨단 IP
네트워크, 통신 및 기업 목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입니다. 그는 35,000명의 IT
사업 리더들이 구독하는 네트워크 및
IT 사업 의사결정자를 위한 자료인
Lippis Report의 발행자입니다.
Lippis Report 팟캐스트는 2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으며, iTunes에 따르면 Lippis Report
청취자들은 Wall Street Journal의 Money Matters, Business
Week의 Climbing the Ladder, The Economist 및 The
Harvard Business Review’s IdeaCast도 다운로드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200명 이상의 IT 비즈니스 리더의 연 2회
회의를 후원하는 Open Networking User Group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장입니다. Lippis씨는 현재 사업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하는 개방형 네트워킹 기술의 프라이빗 및
퍼블릭 가상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Network World가 주는 네트워크 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40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업계 온라인
발행물인 TechTarget은 그를 네트워크 설계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Network Computing Magazine은 스타 IT
전문가로 선정했습니다.
Lippis씨는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컴퓨터 네트워킹 산업
컨설팅 업체인 Strategic Networks Consulting, Inc.를
설립하여 1996년 Softbank/Ziff-Davis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는 업계 행사에 자주 기조 연설자로 참석하고 있으며 그의
의견은 비즈니스 및 산업 언론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Boston University 공과대학의 자문위원회 및 수많은
신흥 벤처 기업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에 Boston University 공과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했습니다. Lippis씨는 Boston University
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석사 학위 논문에는 MIT의 광학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팅에 대한 일부 기술 과정 및 자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구현, 벤더 선정 및
예산 수립에 대해 전세계 2000개 기업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고객에는 Barclays Bank, Eastman Kodak
Company,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ughes Aerospace, Liberty Mutual, Schering-Plough,
Camp Dresser McKee, 알래스카주, Microsoft, Kaiser
Permanente, Sprint, Worldcom, Cisco Systems, Hewlett
Packet, IBM, Avaya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CIO들을
비롯하여 그 직속 부서와 독점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Lippis씨는 공급 및 수요 부문의 고객과 쌓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퓨터 네트워킹 업계 내에서 발생하는 시장
전망과 동향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Lippis씨는 저명한 Boston University College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업적에 대해 공대 동문회상을 받았습니다.

www.lippis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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