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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요약

핵심 요점

• 세계화, 디지털 혁신, 비즈니스 자동화와 유연성, 지속 가능성과 같은 추세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델,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모바일, 사이버 보안 위협, 몰입형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기술 환경의 진화는 

IT 네트워킹 아키텍처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인적 역량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의 규모, 복잡성, 동적인 특성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네트워크는 AI, 머신러닝, 자동화 등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운영을 단순화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신속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서론: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킹 현황

소개

7억 개 50% 146억 개 42% 53% 12배
2021년까지  
엣지 호스팅  

컨테이너 증가1

2021년까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업 
워크로드2

2022년까지 IoT  
기기 증가3

2017년에서 2022
년까지 비즈니스 
모바일 트래픽  
연간 증가3

사이버 보안 공격 중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 초래4

2022년까지  
AR/VR  

트래픽 증가3

새로운 네트워크를 좌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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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문가는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각 

네트워크 도메인을 자동화와 AI 기술 토대의 컨트롤러 기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IT 리더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부합하고 아키텍처,  

기술, 운영, 인재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및 기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전문가와 실무자는 네트워크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필수 가이드 주요 예측

“앞서가는 조직의 경우 2025년이면 캠퍼스, 브랜치, WAN,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보안 등 여러 

도메인에서 걸쳐 운영되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민첩성이 

크게 향상되며,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슈어런스, 

최적화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네트워크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조직과 사회 전체에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John Apostolopoulos,  
Cisco 기업 네트워킹 담당 CTO

섹션 요약 (계속)

소개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6

서론: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킹 현황

1962년 미국 국방성 연구 프로젝트 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책임자인 J.C.R. 

Licklider는 전 세계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어디에서나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5 

불과 몇 년 후인 1965년에 Leonard Kleinrock, Lawrence Roberts, Thomas Merrill은 전화선으로 

컴퓨터 네 대를 연결하여 최초의 광역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6 

J.C.R. Licklider가 품었던 비전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정보와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것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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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빨라진 기술 발전으로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분산되는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모델은 훨씬 더 분산되고 네트워크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기와 

사용자가 추가됨에 따라 멧칼프의 법칙으로 측정된 네트워크의 

가치와 중요성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촉진합니다. 

IDC는 2023년까지7 전 세계적으로 489억 개의 연결된 기기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2018 Cisco Complete VNI 

Forecast는 개인 컴퓨터 1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0GB의 데이터를 소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3

IT 네트워크 역할 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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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규모와 복잡성은 IT 

팀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신 러닝, 머신 추론, 자동화 

등의 기술을 결합하여 운영을 단순화하고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T 분야는 기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이 같은 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술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첨단 네트워크 기술, 운영, 인력 

추세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보안액세스/무선 멀티클라우드

기술 동향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모델

사물 인터넷(IoT)

인공 지능

모빌리티

몰입형 경험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및 글로벌

메가 트렌드

세계화

디지털 혁신

지속 가능성

프로세스 자동화

비즈니스 복원력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인력

새로운 IT 네트워크

도식 1  새로운 네트워크를 좌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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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와 비즈니스 트렌드가 조직 내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가 네트워크에 

갖는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IT 

리더는 미래를 더욱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수요를 좌우하는  
글로벌 트렌드

가트너에 따르면, 현 시점에는 

20%에도 못 미치지만,  

2023년이면 60% 이상의 
기업이 네트워킹을 전략적인  
지원 도구이자 디지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을 예정입니다.8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같은 트렌드가 네트워크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세계화 4.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지털 주도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수출품은 디지털 기능과 인공지능(AI)으로 구현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입니다.9

네트워크 영향

시스템, 인력, 프로세스, 위치, 기기 간의 연결이 더욱 분산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한편, 네트워크 보안과 관리는 더욱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계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분석, 이동성, 

클라우드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MD와 Cisco의 2019 Digital Vortex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자 중 88%가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

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5년에는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 비율이 불과 27%였습니다.10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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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품질, 노동 생산성, 고객 만족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자동화와 로봇 공학의 이용은 

계속해서 급증할 것입니다. 다국적 컨설팅기업인 캡제미니

(Capgemini)는 자동차, 소매, 유틸리티, 제조 등의 부문에 

자동화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최대 미화 4,7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11

세계화와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오늘날의 조직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술, 시스템, 프로세스, 공급망, 인프라 등의 상호 연결에 의존하고 

전 세계가 계속해서 상호 연결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의 

조직 성장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일반적인 

수치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하는 제품을 

개발해내는 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영향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영향

프로세스 자동화는 시간에 민감하고 작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패킷이 안정적으로 적시에 전달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영향

민첩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직원,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와 액세스를 신속하게 재개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트워크 영향

향상된 네트워크는 에너지 소비, 자원 활용,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망라해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자동화

비즈니스 및  
운영의 유연성

지속 가능성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운영상의 위험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며, 사고 대응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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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기술 트렌드가 IT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요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트렌드가 

기업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화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호스팅, 사용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진화를 이끄는 기술 
트렌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프레미스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모듈화되어 여러 곳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엣지로도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많은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앱이 여러 환경에 걸쳐 모듈식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놀리식(Monolithic) 애플리케이션은 상호 연결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가상 & 물리적 워크로드를 통해 전사적으로 

제공됩니다.

업타임 인스티튜트 
(Uptime Institute)에 
따르면 2021년이면 전체 
워크로드의 절반이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 엣지 등 기업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2

앱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고 호스팅하는 IT 기업이라면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자체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가상으로, 컨테이너에서 

서버리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증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배포 패러다임이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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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훨씬 더 큰 혼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방식, 인프라의 역할, 운영 프로세스 설계 

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물 인터넷(IoT)
IoT 기기, 앱, 관련 데이터 등의 폭발적인 사용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새로운 분산 컴퓨팅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isco의 ‘VNI Forecast Highlights 

Tool’에 따르면 사물지능통신(M2M) 기기는 2022년까지 

전세계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51%(146억 개)를 차지할 

것입니다.12

네트워크 영향

모든 도메인에 걸쳐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되어 성장을 이어가는 

‘신경 클러스터’로 간주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있는 

곳, 즉 엣지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모든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된 ‘신경 클러스터’ (Nerve 

cluster) 내부에서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애플리케이션 정책은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팅되는 모든 곳에 역동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까지 35억 건이 넘는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설치 및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중 20% 이상이 분산된  

위치에서 엣지 및 IoT 워크로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네트워크 영향

네트워크 관리자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IoT 기기에 연결 기능 

및 보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에 영향이나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자동으로 식별, 분류, 적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방식을 고안해야 

합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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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영향

비즈니스에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분산된 

현장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계산 처리 및 의사 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능, 용량, 개인 정보 보호 및 비용 고려 

사항에 따라 AI 처리와 데이터 배치는 클라우드에서부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엣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네트워크 영향

네트워크 외부에서 회사 및 개인 기기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직원은 네트워크/보안 관리자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열악한 가시성 및 통제 문제를 

초래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IoT 기기는 규모, 트래픽 

패턴, 보안 측면에서 무선 네트워킹의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AI 기반 앱의 출현과 함께 연결되고 

지능적이며 자동화된 기기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여 AI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Cisco의 ‘VNI Forecast Highlights Tool’에 따르면, 전 

세계 비즈니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연간 42%의 성장률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배 증가할 전망입니다.12  비즈니스 

모바일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 공용 4G, 5G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기기가 즉시 초고속 서비스에 연결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무선 IoT 기기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점점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소개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14

네트워크 영향

네트워크는 위협을 식별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네트워크/보안 운영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격의 규모와 정교함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도구와 워크플로를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IT 범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여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영향

네트워크는 이러한 몰입형 환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엔드 

투 엔드 대역폭과 저지연 통신 및 동적 성능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안

사이버 보안 위협은 더 이상 명확하게 규정되고 보호되는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점점 더 정교하고 위험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크로드가 사내망 밖으로 이동함에 

따라 IT 부서는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몰입형 경험

협업, 교육, 생산성, 원격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동영상 사용이 

늘어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 등장함에 따라 

조직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22년까지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은 전체 비즈니스 인터넷 
트래픽의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VR/AR 트래픽은 12배,  
인터넷 기반 영상 감시 트래픽은 
7배 증가할 것입니다.1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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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경제의 동력으로 자리잡은 역동적 기술 환경은 모든 조직과 고객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T 업계가 올바른 네트워킹 

기술 전략, 운영 모델, 인재를 통해 이러한 추세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물 인터넷

마이크로 서비스

코로케이션

센터

사물 인터넷(IoT)

엣지

확장된 

엔터프라이즈

공용 

클라우드/IaaS/SaaS

사설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캠퍼스 브랜치

디지털 비즈니스

급증하는

사용자와 사물

모든 곳에서

접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안전한 경계 없음 

AR/VR

사이버 보안 및 위협

인공 지능

모빌리티 멀티클라우드

도식 2  새로운 네트워크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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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네트워크의 필요성

환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짐에 따라 IT 리더는 네트워킹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급변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네트워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점점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용자, 기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기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온보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족스러운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어디에서든 워크로드에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네트워크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캠퍼스, 

브랜치, 원격/자택, WAN, 서비스 제공업체, 모바일, 데이터 센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등 각 네트워크 도메인에 걸쳐 

사용자, 기기, 앱, 서비스 간의 경계없는 연결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조직은 각 네트워크 도메인에 대한 새로운 통합 아키텍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사용자 정의를 통해 해당 도메인의 

특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도메인에서 일관된 

정책을 전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식 3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4가지 주요 목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활성화

•급변하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동적으로 대응

•증가하는 요구에 발맞춰 IT 

운영 간소화

•IT가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성능 및 사용자 경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

•네트워크 중단 방지

•보안 위협으로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 또는 봉쇄

•규정 준수 및 규제 요구 

사항 충족

비즈니스에 맞춰 조정 복잡성 추상화 성능 보장 위험 감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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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오늘날 네트워크는 대부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Cisco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IT 리더 중 39%가 자사의 네트워크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요구를 충족할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와 같이 응답한 네트워크 전략가는 단 19%에 

그쳤습니다.14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Cisco의 기업 네트워킹 

CTO John Apostolopoulos는 오늘날의 경직된 수동 운영 

인프라에서 ‘조직이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변화하는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민첩한 소프트웨어  

중심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IT 리더 중 39%는 자사의 
네트워크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요구를 충족할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와 같이 응답한 네트워크 
전략가는 단 19%에  
그쳤습니다.14 

39%

새롭게 등장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트워크는 자체 상태, 모든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상태, 다양한 옵션 등을 고려하여 높은 자율성을 갖춘 시스템의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 Ravi Chandrasekaran, Cisco 

엔지니어링, 기업 네트워킹 부문 SVP 

높은 자율성 달성의 핵심은 바로 AI에 있습니다. IT 팀은 AI를 

통해 트래픽 경로 자동 변경, 더 많은 대역폭 요청, 정책 변경 요구, 

새로운 서비스 요청 거부와 같은 네트워크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의 인텔리전스와 자동화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네트워크는 사용자에게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네트워크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를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줄 것입니다. 

CTO인 Apostolopoulos는 네트워크가 이 같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텔리전스와 역량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I 기반 서비스 어슈어런스, 컨트롤러 

“네트워크는 자체 상태, 모든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상태, 다양한 
옵션 등을 고려하여 높은 자율성을 
갖춘 시스템의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 Ravi Chandrasekaran,  
Cisco 엔지니어링, 기업 네트워킹 부문 SV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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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자동화, 자연어 처리, 네트워크 보안 향상 등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적용 사례

새로운 네트워크 사례,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 네트워크는 2025년  

쯤이면 모든 사업 부문에서 자연어로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정책 및 자동화된 조치로 자동 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니즈가 지속적으로 충족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서비스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의 가상 유스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한 조직에서 무선 IoT 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AR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와 의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 

작업으로 변환됩니다.

비즈니스 니즈: 

모든 캠퍼스와 브랜치에 IoT 광학 센서를 

배치하여 클라우드 기반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십시오. 

기기 분류 자동화: 

센서는 광학 센서로 자동 검색, 인증, 분류되어 

적절히 보안 조치된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배치됩니다. 

자동화된 세그멘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트래픽은 클라우드의 별도 

세그먼트로 제한되며, WAN의 캠퍼스 및 브랜치 

네트워크의 센서 세그먼트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보증 및 개선: 

네트워크는 센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흐름 

등의 성능과 보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개선 

조치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의도: 

센서의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트래픽은 시간 또는 지연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의도 변환: 

네트워크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 및 작업으로 변환합니다.

네트워크 정책: 

변환된 정책이 다른 정책과 호환되는지 확인한 

다음 모든 해당 네트워크 장치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

도식 4  새로운 네트워크 적용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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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현황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은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을까요? Cisco의 디지털 

네트워크 준비 수준 모델은 표준 5단계 성숙 모델을 통해 IT 조직으로 하여금 현 네트워크의 준비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발전 수준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모델은 아키텍처, 액세스, WAN, 어슈어런스,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네트워크 범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식 5  Cisco 디지털 네트워크 준비 모델 

수동 운영

사일로

엔드 투 엔드 관리,

수동 운영

도메인마다 컨트롤러

기반 정책 자동화

각 도메인의 비즈니스

의도와 연계

모든 도메인에서

동적인 비즈니스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

최선의 노력

연결 중심

인텐트 기반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정의

서비스 중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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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술 
트렌드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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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체화하고  
있는 5가지 기술

수많은 주요 네트워킹 기술 개발이 통합되어 새로운 네트워킹 모델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AI,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무선, 네트워크 보안 등 5가지 기술 분야가 고도화되어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규모, 민첩성, 보안 개선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며 급부상하는 트렌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 자동화

• 인공지능

•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 무선

• 네트워크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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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의 기업 네트워크 선임 연구 분석가인 Brandon Butler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발 맞춰 직원, 파트너, 고객,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의 여러 조직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IT 리더들 또한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민첩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조직의 디지털 혁신이 위험에 처하고, 네트워크 여러 측면의 리팩터링이 동시에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보안액세스/무선 멀티클라우드

도식 6  네트워크 혁신을 좌우하는 5가지 기술 

각 기술 영역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술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채택이 이뤄지고 있는지,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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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IBN), 네트워크 가상화, 프로그래밍 기능, 개방형 플랫폼 

네트워크 컨트롤러 등의 기술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즈니스 

요구와 IT 프로세스에 부합하도록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IBN)은 의도를 정책으로 변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가시성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정책 목표가 실제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의 자동화 기능을 

강화합니다.

• IBN의 목표는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 서비스 성능 요구 사항,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 IT 운영 프로세스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 개방형 플랫폼 컨트롤러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를 통해 컨트롤러는 인접 네트워크 및 IT 서비스, 타 IT 도메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이기종 인프라 등과 인텔리전스를 

통합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 IT 리더들은 향후 5년 동안 네트워킹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기술로 네트워크 자동화(25%), SDN(23%), IBN(16%)

을 꼽고 있습니다.

• IT 리더 중 27%는 액세스, WAN, 데이터 센터(DC), 

클라우드, 보안 도메인 상의 격리된 설계와 운영 방식이 고급 

네트워크 기술 채택의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 IT 리더의 34%는 더 나은 네트워크 조정 및 다른 IT 팀과의 

통합이야말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인식합니다. 

•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략가의 4%만이 자사 네트워크를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분류하지만, 이들 중 35%는  

2년 이내에 네트워크를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

대규모 네트워크 자동화

섹션 요약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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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가이드

• IT 리더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속도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네트워크의 준비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 각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순환형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전략을 제공하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로드맵을 점진적 단계 형태로 구축하여 각 단계에서 

조직에게 최고의 ROI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방형 플랫폼 네트워크 컨트롤러와의 통합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IT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내고 이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요 예측

“엔드 투 엔드 인텐트 기반 정책 시행이라는 오랜 비전이 2025년 

이면 현실화될 것입니다. 네트워킹 팀은 클라이언트에서 

애플리케이션, 분산된 워크로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메인 

(액세스, WAN, DC, 멀티 클라우드, IoT)에서 규모에 따라 

동적 세분화와 서비스 최적화 정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Ronnie Ray,  
Cisco 기업 네트워킹 고객 경험 담당 부사장

섹션 요약 (계속)
대규모 네트워크 자동화

네트워크 자동화는 네트워크 내 물리적 기기 및 가상 기기의  

구성, 관리, 테스트, 배치, 운영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 최적화 자체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네트워크 가용성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운영

(NetOps) 팀의 시간 소모적 일상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어떤 기술이 네트워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 IT 리더 중 25%가 네트워크 자동화를 지적한 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입니다.14 

SDN,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IBN), 가상화, 프로그래밍 기능 및 

개방형 플랫폼 컨트롤러 분야에서의 혁신은 네트워크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작업의 약  

70%가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간, 비용, 오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15 

통계 인용: IT 리더 중 25%는 
자동화가 향후 5년 동안 
네트워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14

70%

25%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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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시작 단계 진입

지난 몇 년에 걸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은 네트워크 

전체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트워킹 팀은 

SDN을 통해 네트워크를 엔드 투 엔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플레인과 포워딩 플레인을 분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컨트롤 플레인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기본 장치와 

인프라를 추상화합니다.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SDN 컨트롤러를 통해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됩니다. 

SDN은 휴대용 동적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과 서버 간 트래픽을 

지원해야 하는 복잡한 데이터 센터 환경을 단순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와 장치 액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SD-액세스)

와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WAN(SD-WAN)도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순환형 시스템

네트워크 팀의 주요 목표는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SDN

을 통해 자동화의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는 솔루션의 일부일 

뿐입니다. 조직은 또한 점차 역동적이고 디지털 중심화 되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의도를 이해하고 동적인 

네트워크 조건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도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ETF)의 초안에 따르면,  

“의도는 네트워크 전체 범위의 선언적 정책을 구성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작업자가 정의하면 네트워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계산합니다.”16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은 의도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트너는 “정책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은  

2017년 처음 시장에  
소개된 이후 네트워킹  
업계에서 폭넓게 채택된  
비교적 새로운 네트워킹 
모델입니다.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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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입력

정책으로 변환

무결성 점검

변환

정책 조정

네트워크 구성 자동화

활성화

가시성

통찰력(컨텍스트+정책)

지속적인 검증

시정 조치

보증

소프트웨어

정의

인텐트

기반

기반 구성이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IBN) 솔루션으로 

전환될 것이며 IBN 

솔루션은 자체 모니터링과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성 당시 

설정된 정책의 의도를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15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에서는 네트워크 전략가 

중 26%가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 네트워크 달성을 위한 

기술 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응답자 중 4.3%만이 자체 

네트워크를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분류하지만, 35%는 2년 

이내에 네트워크를 인텐트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14 

Cisco의 CTO John Apostolopoulos는 IBN 컨트롤러가 

SDN에서 확장되어 원하는 비즈니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IBN은 의도를 정책으로 변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가시성과 해당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의 의도가 실제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통해 SDN

의 자동화 기능을 강화합니다. IBN이 제공하는 순환형 피드백은 

이상적인 이점을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17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 

머신러닝, 머신 추론, 자동화 등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정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네트워크 로드 및 기타 환경의 영향에 적응합니다. 

즉, 전체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성능 요구 사항과 사용자, 

보안, 컴플라이언스, IT 운영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보장합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Cisco의 

IBN 정의에는 변환(Translation), 활성화(Activation),  

어슈어런스(Assurance)의 세 가지 기능적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18

도식 7  IBN: SDN 기본 사항을 기반으로 구축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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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의 Rohit Mehra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은 

네트워킹 산업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수준 높은 가시성, 자동화, 어슈어런스을 

포함하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은 머신 

러닝 기반 네트워크 관리 기능이  

구축될 플랫폼이기도 합니다.”19

IT 리더는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협업과 경쟁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IBN에 필요한 컴퓨팅, 처리 능력 및 AI 전문 지식의 이용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컴퓨팅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가상화 모델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형식으로 네트워킹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넷옵스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변경하고 

원격으로 배포, 관리할 수 있습니다. IT 민첩성 외에도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는 실질적인 물리적 통합을 제공하여 공간과 

전력을 절약하고 잠재적인 오류 지점을 줄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능

IBN 컨트롤러와 시스템이 확장 가능해지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물리적 또는 가상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장치 및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부문형 반도체(ASIC)는  

지능형 네트워크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도식 8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 구성 요소 

SDN

보증 활성화

변환

비즈니스 의도IT 의도

물리적/가상 인프라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의도 포착,

정책으로 변환, 무결성 점검

정책 조정 및 시스템

구성 자동화

지속적인 검증 통찰력, 

가시성 및 시정 조치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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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팀은 보다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채택하기 위해 

기존의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기반 수동 관리 접근 방식에서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기기의 정책 사양을 수용하고 중앙 집중식 도메인 간 정책 

자동화를 활용하며 시스템이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관리하던 네트워크 도메인, IT 시스템 및 

사업 부문 프로세스에 걸친 워크플로를 능률화함으로써 더 나은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의 2019년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IT 리더 

중 34%는 네트워크 조정 개선, 다른 IT 팀과 통합 등의 영역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14 

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네트워크 확장성을 통해 IT는 

비즈니스 및 IT 앱의 요구에 보다 잘 부합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며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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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
드

 지
원 머

신
러

닝

분
석

 및
 보

증 정
책

 및
 변

환

자동화 및 활성화

도식 9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IT 서비스, 네트워크 도메인 등과의 
통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컨트롤러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점차 벗어나, 데이터 모델 중심 인터페이스(DM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모델 기반 인터페이스는 일관성, 개방성, 

구조,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YANG과 같은 IETF 표준 모델은 완벽한 노스바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 IBN 컨트롤러: IT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통합 

컨트롤러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컨트롤러는 인접 네트워크 및 IT 서비스, 타 IT 도메인, 사업 부문 

애플리케이션, 이기종 인프라 등과 인텔리전스를 통합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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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간 정책 및 어슈어런스 조정: 
클라이언트와 워크로드 

네트워킹 팀은 비즈니스 의도에 대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조정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 또는 ‘사물’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팅되는 곳 사이에 막힘없는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IT 리더의 27%는 

액세스, WAN, DC, 클라우드, 보안 도메인 상의 격리된 설계 

및 운영 방식이 고급 네트워크 기술 채택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인식했습니다.14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도메인 별 주요 목표에 따라 구성된 

여러 개의 도메인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의도의 진정한 엔드 투 엔드 가시성, 제어, 검증을 달성하려면 

여러 도메인에 걸쳐있는 정책 및 어슈어런스 기능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IT 리더 중 26%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최우선 

순위로 ‘통합된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 정책 시행 및 어슈어런스’를 

꼽고 있습니다.14

현 상황 분석: 기업이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데이터 센터, 캠퍼스, 

광역 네트워크, 브랜치에서  

완전한 자동화를 이룩해야  

합니다.20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

사용자 및 기기

모든 것을 식별하고 온보딩하기

캠퍼스 및 IoT

SD-Access IBN 
컨트롤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경험 제공

브랜치/WAN

SD-WAN IBN 
컨트롤러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및 워크로드 자동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SDN-DC IBN 
컨트롤러

액세스 인증 및

권한 부여

안전한 인터넷 및

클라우드 액세스

데이터 유출

방지

도식 10  정책 어슈어런스: 모든 IBN 도메인에 걸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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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주요 조사 결과

AI 기반의 어슈어런스

섹션 요약

• 운영,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에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의 기능과 운영의 

조합인 AI옵스(AIOps)는 확실한 범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트래픽 양의 폭발적인 증가, 모바일 및 IoT 기기 연결, 상호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 점점 증가하는 보안 

위협 등이 네트워크 팀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 점점 더 많은 기기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원격 측정, 이벤트 등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IBN) 모델의 토대인 AI는 방대한 

네트워크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네트워크 조정을 동적으로 제안합니다.

• 머신러닝과 머신 추론은 상호 보완을 통해 복잡한 이벤트 

처리, 상호 관련된 통찰력 및 지침에 따른 해결을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의 50% 이상이 네트워크 투자에 있어 AI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 중 단 17%만이 AI 기술의 미성숙도가 

네트워크 현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여깁니다.

• 오늘날 네트워킹 팀의 22%만이 AI를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AI 지원 툴의 가용성이 여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 중 68%가 향후 2년 내에 AI 기반 예측 

통찰력 또는 규범적 개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클라우드 기반 AI 학습 활용: 일부 경우, 클라우드 기반 AI 

도구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조직의 데이터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인간과 AI의 교차점: 네트워크 운영자가 모니터링, 승인 또는 

변경에 참여하기 전에 AI가 어느 선까지 의사 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점진적으로 정의합니다.

필수 가이드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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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측

섹션 요약 (계속)

• AI 지식: 네트워킹 전문 지식은 AI가 IT 및 비즈니스 

목표를 의도한대로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AI 기반 네트워크 어슈어런스 도구는 2025년까지 올바르게 

정의된 여러 특정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운영 작업에는 여전히 운영자의 전문 지식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 JP Vasseur, Cisco 펠로우

AI 기반의 어슈어런스 
AI는 다양한 업계에서 강력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AI옵스가 

올바르게 확립된 범주로 자리잡고 있는 IT 운영에서 특히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ML, MR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AI는 작업을 수행할 때 컴퓨터에게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제공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범주 두 가지는 

머신러닝(ML)과 머신 추론(MR)입니다.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머신 

추론은 획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가능 옵션을 탐색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거나 추출하는 

것 외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활용하고 

향상시킵니다. 본질적으로 머신러닝의 목표는 ‘훈련’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머신 추론은 도메인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추론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우선적으로 모든 지식을 미리 포착해야 합니다. 

머신 추론은 머신러닝이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가능한 원인과 

잠재적 개선 옵션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탁월하게  

보완합니다.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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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중단에 따른 손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IT 리더 중 97%는 

지난 6개월 동안 업무상 중요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성능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트워크가 한 번 중단될 경우의 평균 손실은 

미국의 경우, 평균 손실액이 미화 402,542달러, 

영국의 경우, 미화 212,254달러에 이른다고 

답했습니다.21

클라이언트

•  HR
•  관리

•  고객

•  재무

•  엔지니어링

•  파트너사

•  IT 운영

•  게스트

•  해커

•  동영상 화면

•  디지털 사이니지

•  도어 로크

•  카메라

•  기타

애플리케이션

•  CRM SaaS
•  공급 체인 엑스트라넷

•  협업

•  음성

•  산업용 IoT

•  지불

•  원격 관리

•  길찾기

•  보안 모니터링

•  인터넷

•  인트라넷

•  악성코드

•  기타

HR

인터넷

빌링 SaaS마이크로 서비스

도어 로크

카메라

관리

권한 부여됨

차단됨

직원 기록
디지털

사이니지

게스트 또는

해커 

고객 데이터 

화상 회의 

AI 도입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복잡성

여러 가지 요인이 AI 기반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규모가 전례 없이 늘어남에 따라 IT 팀이 

일관된 수준으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는 트래픽 양의 폭발적인 증가, 모바일 및 IoT 기기 

연결, 상호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또한 사람이 적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97%

도식 11  초연결된(hyperconnected) 조직의 네트워크 복잡성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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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비즈니스 의도IT 의도

•  ‘무엇’을 ‘어떻게’로 변환 

•  자연어 처리(NLP)

•  기기 분류 자동화

•  정책 작성 자동화

•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통찰력 확보

•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지침

보증 활성화

물리적/가상 인프라 프로그래밍

AI 지원 IBN

AI는 네트워크 팀이 이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며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략가들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50% 이상이 AI를 이상적인 네트워크 제공에 필요한 우선 투자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나,14 AI 기술의 성숙도 부족이 네트워크 

현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불과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14  

AI는 방대한 네트워크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신 및 네트워킹 

환경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조정을 동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AI는 IBM 모델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AI, IBN과 같은 고급 네트워킹 기술은 특히나 네트워킹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분명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몇 주가 걸리던 

새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이제 몇 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어슈어런스 엔진이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수정 방법을 권장하면 

네트워크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강력한 대시보드를 

갖추고 이를 통해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미래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제 수많은 요인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대신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도식 12  AI로 구동되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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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과 머신 추론이 네트워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운영 및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의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이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태와 동작이 원하는 의도와 일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머신러닝 및 머신 추론의 고유한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세 가지 주요 

어슈어런스 영역에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도식 

13 참조).

복잡한 이벤트 처리: 머신러닝을 네트워크 원격 측정에 

적용하면, 주어진 의도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조건을 

구성하는 동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관련된 통찰력: 머신러닝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통찰력과 가시성을 제공하며 향후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머신 

추론은 유사한 워크플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기존의 전문 

지식을 적용하여 머신러닝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개선: 가장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식별하여 지속적으로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위해 머신 추론과 같은 지식 

기반을 활용합니다.22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을 위한 AI의  
현황과 미래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조직들의 AI 기반 네트워크 어슈어런스 채택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단계로 구성된 당사의 준비도 모델을 사용하여 조직의 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현재 네트워크 전략가의 22%만이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에 AI 기능을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정한 AI 

머신러닝 머신 추론

적용 가능성

네트워크 보증 기능

기술 접근 대규모 데이터의 수학적 모델 인간 지식, 상징적 논리 포착

예측 분석, 이상 감지, 분류, 회귀 결정 가능한 워크플로우 기계화

• 동적 기준 및 문제 식별

• 통찰력과 가시성

• 예측 분석

• 자동 문제 해결

• 자동 개선

도식 13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을 위한 머신러닝과 머신 추론의 유스 케이스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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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네트워크 어슈어런스 솔루션이 비교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72%는 향후 2년 안에 AI 기반 

예측 통찰력 또는 규범적 개선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14

조직의 현 위치

조직의 2년 후 위치

35%

28% 72%

43% 22%

개별 기기 가시성

임시 기기 모니터링

네트워크 기기 통계에 대한 

제한된 시점의 가시성

이종 관리 도구

경보 작동 기기 수준의 통찰력

경고 기반 기기 모니터링

사전 구성된 임계값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경보

이종 관리 시스템

중앙집중형 운영 통찰력

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기에서 사전 구성된 임계값과 

관련된 보고

교차 도메인(캠퍼스, 브랜치, 

WAN,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적응력을 갖춘 예측 가능한 통찰

머신러닝 및 머신 추론 기반의 

고난도 모니터링

AI 기반 적응 임계값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밀 경보

모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기 추세에 대한 

중앙집중형 실시간 모니터링 

규범적 통찰 자동화

머신러닝 및 머신 추론 기반 개선

AI 기반 분석을 사용한 

규범적 개선 

서비스 임계값의 동적인 

결정과 적용

최선의 노력

인텐트 기반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서비스 중심

연결 중심

소프트웨어 정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네트워크 전략가 1556명) 출처:

질문: 귀사의 성능 가시성 및 분석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도식 14  AI 기반의 어슈어런스 준비도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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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

Cisco 펠로우 JP Vasseur에 따르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의 

AI 사용을 평가할 때는 다음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 모범 사례 만들기: AI가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은 AI가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AI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결정할 때는 위험과 노출이 가장 높은 분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기능 정의: 머신러닝 팀이 목표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알고리즘도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머신러닝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AI의 교차점: 운영자가 모니터링, 승인 또는 변경을 위해 

관여하기 전에 AI가 어느 선까지 의사 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네트워크 팀이 

컨트롤을 유지하는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AI 지식: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도한 IT 및 비즈니스 목표를 AI가 제대로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AI 시스템이 권장하는 옵션 중에서 

운영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네트워킹 지식이 

고급 스킬셋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수집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AI는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학적 계산에 의존하는데, 

좋은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네트워킹 전문가는 신뢰도 높은 품질의 데이터가 AI 이니셔티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기능과 영역을 아우르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AI 적용 대상: AI 적용 대상은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성능, 보안, 데이터 용량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프레미스 모델에서 훈련이 이뤄진 일부 사례도 있지만,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기반 머신 

러닝입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소스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익명 데이터에서 머신 러닝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누가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해당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latency)으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디오 센서로 인해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 클라우드 기반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백만 개의 

시스템을 단일 AI 분석 엔진에 테더링하면 단일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주입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나은 결과의 데이터 샘플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친화적 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져 AI 구축을 지원하는 데에 IT 팀이 핵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5

6

7

2

3

4

기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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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겠지만 

일부 데이터 및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경우 상호 연결된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컨테이너,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기업 네트워크 엣지 등에 

위치한 다양한 가상 및 물리적 워크로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 분산된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같이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연결 수요가 더욱 증가하며 IT 조직은 변화를 통해 

이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다 저렴한 고대역폭 광대역 및 5G 서비스와 함께 SD-

WAN, 다이렉트 클라우드 액세스, 코로케이션 시설, 

클라우드 익스체인지 등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아키텍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IT 리더 및 네트워크 전략가 중 29%는 향후 2년 내에 자사가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기능을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WAN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비즈니스 IP WAN 

트래픽의 경우 2022년까지 2배가 증가하여 한 달 트래픽이 

5.3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조직의 58% 이상이 이미 SD-WAN을 어떤 

형태로든 구축했으며, 응답자의 94% 이상이 향후 2년 내에 

기본 또는 고급 인텐트 기반 SD-WAN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필수 가이드

• 가장 미션 크리티컬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찾아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SD-

WAN 계획을 우선순위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에 걸쳐 일관된 정책 기반 자동화를 

확장합니다. 플랫폼, 하이퍼바이저 또는 모든 위치 및 워크로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베어 메탈,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에 걸친 컨테이너 프레임워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SDN/NFV는 이미 기업 데이터 센터 내에서 트래픽의 23%

를 전송하고 있으며, 2021년이면 이 수치가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조사 결과

섹션 요약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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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요약 
(계속)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워크로드, 서비스 구성 요소를  

“확장된” 네트워크에 매핑하면 네트워크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 브랜치, 데이터 센터, 엣지/IoT, 공공 클라우드/

SaaS 제공업체 도메인 전반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일관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워크로드 

간의 지속적인 통합 및 제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모델을 

상호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기업은 클라우드를 통해 더욱 개선된 속도와 유연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속도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IT 조직은 

기존 앱을 현대화하고 모든 기기 정보에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앱 개발자와 

비즈니스 사용자는 클라우드의 민첩성, 확장성, 셀프 서비스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IT 조직의 85%가 공공 클라우드를 높이 평가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클라우드로의 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23 실제로 “클라우드로의 이동”이라는 문구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Cisco 클라우드 플랫폼 

및 솔루션 그룹 부사장 겸 CTO인 Vijoy Pandey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요한 워크로드를 공공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로의 

이동이 단순한 이분법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일부 워크로드와 데이터의 경우 로컬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4  

Pandey는 또한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유지하려는 결정은 

규정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데이터로부터 많은 통찰을 끌어내야할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워크로드에는 로컬 컴퓨팅 및 로컬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온프레미스에 대한 필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모두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예측

“2025년까지 워크로드의 20%가 기업 외부의 네트워크 

엣지와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환경으로 분산될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관리됐던 트래픽의 5분의 1  

가량이 이제 기업 및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Vijoy Pandey,  
Cisco 클라우드 플랫폼 및 솔루션 그룹 부사장 겸 CTO

설명: 오늘날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 중 85%가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에 이  
수치는 94%로 증가할 것입니다.25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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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모델 변경으로 인한 네트워크 영향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클라이언트와 모놀리식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일반적으로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

•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사이의 데이터 센터 내부 통신

사설

이전

데이터 센터캠퍼스 브랜치

IBMAWS

SaaS

SaaS

SaaS

사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보안

데이터 센터캠퍼스 브랜치

마이크로소프트

코로케이션

이후

엣지

마이크로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엣지

마이크로 서비스

엣지 | IoT 및 운영 기술(O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식 15 이전: 클라이언트 대 서비스 및 워크로드 간 통신 

도식 16 이후: 클라이언트 대 서비스 및 워크로드 간 통신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팀은 더욱 민첩한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모놀리식 특성이 덜하고 배치가 따로 될 수도 있는 

여러 개의 워크로드 또는 서비스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넘어 여기 저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접근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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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IT 팀은 클라우드로 이동하면 네트워크를 고려할 필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팀은 더 이상 네트워킹 팀과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IT 리더들 역시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IT 리더들은 멀티클라우드 환경(퍼블릭,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IaaS) 또는 SaaS)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투자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14

Cisco의 데이터 센터 담당 CTO 겸 명예 고문인 Tom Edsall 

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서비스, 데이터가 엣지 

클라우드 컨티뉴엄에 걸쳐서 더 넓게 분산됨에 따라, IT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늘어났습니다.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이상적인 성능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유지보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다음 부가 서비스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IT 리더 505명) 출처:

36

36

31

27

26

29

26

23

33

멀티클라우드 환경(공용 IaaS 또는 SaaS) 구축 지원 개선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 프로세스 개선

조직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통합된 멀티도메인 네트워크 정책 시행 및 보증

네트워크 데브옵스 기능 구축

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맞추어 API 기반 프로그래밍 가능 네트워크 조정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및 통찰력 제공

다른 IT 시스템과의 통합/자동 프로세스 워크플로우(예: SecOps, IT 서비스 관리 [ITSM])

사업 부문(line of business)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혁신 개발

도식 17  IT 팀은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네트워킹 투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전문가는 이제 브랜치/엣지, WAN, 캠퍼스  

네트워킹 등을 담당하는 팀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하게 

협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오늘날 IT 및 네트워킹 리더는 

어느 분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요?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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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세상으로의 확장은 기업의 모든 영역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는 앱, 데이터, 사용자, 기기 등의 변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인프라 및 운영(I&O)

팀과 네트워킹 팀은 공용 클라우드 및 SaaS 제공 업체의 네트워킹 

영향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영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네트워킹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자와 멀티클라우드 사이의 연결 최적화

• 여러 곳에 산재한 데이터 센터를 위한 네트워킹

사용자와 멀티클라우드 사이의 연결 최적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격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또한 원격 사이트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광역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더 이상 최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거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멀티클라우드

SaaS
WAN

SD-WAN이 있는 현재

브랜치

브랜치 WAN

사용자 데이터 센터 인터넷

MPLS

INET

멀티프로토콜 라벨

스위칭(MLPS)

사용자/

기기/사물

엣지/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도식 18  변화하는 WAN 환경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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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SaaS, IaaS와  

분산 엣지 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WAN 아키텍처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아키텍처 요소로 저렴한 고대역폭 광대역 

서비스의 가용성과 함께 SD-WAN, 다이렉트 클라우드  

액세스, 코로케이션 시설, cloud exchange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SD-WAN

SD-WAN은 WAN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접근 방식으로,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를 통한 멀티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경험의 

최적화와 WAN 운영의 단순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SD-WAN이 빠른 속도로 채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SD-WAN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클라우드 요구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는 SD-WAN 채택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IDC의 SD-WAN 설문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약 

75%는 SaaS/클라우드 서비스가 현재 WAN 기술 선택에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26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가상 사설 클라우드에 연결을 

위해 제공했던 기존의 옵션과 서비스가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업 네트워킹 팀에게 제한된 통제 권한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결과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2019 Global Networking Trends Survey

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의 58% 이상이 이미 SD-WAN을 

어떤 형태로든 구축했으며, 응답자의 94% 이상이 향후 2년 

내에 기본 또는 고급 SD-WAN 구현 형태를 구축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14

또한 5G 서비스가 보다 널리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한의 

유연성과 성능, 향상된 상시 백업,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전송 독립적 

프레임워크에 SD-WAN을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WAN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IP WAN 
트래픽이 2배 증가하여 한 달에 
5.3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12

IT 팀은 비즈니스에서 
기대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자체 네트워크에서와 같은 
동일한 제어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 멀티클라우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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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9  멀티클라우드 준비를 위한 WAN 

조직의 현 위치

조직의 2년 후 위치

기존 WAN

전용선 또는 MPLS

핵심 위치와 브랜치 간 전용선 

또는 MPLS

인터넷 및 클라우드 트래픽을 

위한 백홀

하이브리드 WAN

MPLS, 광대역, 모바일

MPLS를 강화하기 위한 광대역 

및 3G/4G/LTE 도입

인터넷 및 클라우드 트래픽을 

위한 백홀

SD-WAN

컨트롤러 기반 관리

보안이 최적화된 사설/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다이렉트 인터넷/클라우드 액세스 

및 코로케이션 가능

AI 최적화 WAN

AI 기반 성능 최적화

동적 성능 향상

동적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보안 조건 등에 대한 사전 대응

인텐트 기반 WAN

예측적 의도 조정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비즈니스 

의도에 지속적으로 연계

트래픽 트렌드 및 워크로드에 대한 

AI 기반 예측

최선의 노력

인텐트 기반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서비스 중심

연결 중심

소프트웨어 정의

42% 58%

6% 26%47%21%

질문: WAN 아키텍처 설계, 구축, 관리에 대한 귀사의 현재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네트워크 전략가 1556명) 출처: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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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클라우드 액세스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에서 고가의 WAN 회로를 통해 데이터 

센터 또는 중앙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브랜치 트래픽을 백하울링하는 

기존 접근 방식은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과 지연 시간을 발생시켜 사용자 경험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설계자는 대안 방식의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대안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각 

브랜치 라우터에 방화벽, URL 필터링, DNS 보호 등의 분산 보안 

기능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이렉트 클라우드 액세스” 또는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 

기능으로 브랜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자를 직접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사이트 전체의 정책 관리가 

간소화되고 몇 분 만에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프로비저닝이 

자동화되며 암호화, 인증, 세분화, 방화벽, DNS 시행을 포함한 

멀티레이어 보안이 실행됩니다.

브랜치 코로케이션
IaaS/
SaaS

데이터 

센터

도식 20  다이렉트 클라우드 액세스 및 코로케이션 허브를 통한 안전한 SD-WAN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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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케이션 및 클라우드 익스체인지

캐리어 중립적인 코로케이션(Colo) 시설은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멀티클라우드 시대에서는 크게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클라우드 최적화 WAN 아키텍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Equinix 및 기타 상호 연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Colo 시설은 기업 WAN의 확장 시설이 되어 

여러 SaaS 및 IaaS 공급업체에게 가시성, 고성능 액세스 및 중앙 

집중식 보안을 제공합니다. (상기 도식 20 참조)

여러 곳에 산재한 데이터 센터를 
위한 네트워킹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한 지점에 위치해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산 데이터 센터”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및 엣지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및 오프프레미스에 양존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로 인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산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IT 조직은 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늘어난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연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을 조정하고 전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해있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려면 IT 팀이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엣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등의 환경에서 기술 

및 운영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동화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확장성, 복잡성 및 워크로드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수동 프로세스를 대체하고  

자동화 도구를 적용하여 네트워크 정책 및 연결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자동화, 4~7 계층 서비스를 

위한 NFV를 도입하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민첩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와 함께 네트워크의 워크로드 

중심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컨트롤러 기반의 

API 중심 데브옵스(DevOps) 모델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시대를 뒤떨어진 네트워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략가의 약 60%가 이미 데이터 센터에 

SDN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14 SDN/NFV는 이미 기업 

데이터 센터 내에서 23%의 트래픽을 전송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이면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23 SDN이  

없는 데이터 센터는 민첩하고 유연한 응용 프로그램 모델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IT 리더 및 네트워크 
전략가의 약 60%
가 데이터 센터에 이미 

SDN을 구축했다고 
응답했습니다.14

60%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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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SDN 기본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통해 

데이터 센터 팀은 정의된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터 

동작을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는 전체 폐쇄 루프 검증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IT 팀은 동적 워크로드 변화에 발맞춰 비즈니스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나리오에서는 정책을 활성화하기 전에 유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IBN을 사용하면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네트워크 전체 검증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IBN을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

오늘날의 조직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보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팀은 온프레미스 환경을 넘어서는 제어 역량및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IT 팀은 IBN 정책 기반 자동화 및 시행을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여 위치에 관계없이 워크로드에 

일관되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9 Global Networking Trends Survey에 

따르면 응답자 29%가 2년 내에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화된 

네트워크 작업을 보장함으로써 비즈니스 의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14 

Cisco의 데이터 센터 담당 CTO인 Tom Edsall은 “IBN

은 모든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민첩한 조직의 급변하는 

요구를 해결해주는 시스템 차원의 네트워킹 모델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킹 업계의 가장 대담하고 포괄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은 네트워킹 
업계의 가장 대담하고 가장 포괄적  
인 노력으로, 이를 통해 모든 최신 
기술 트렌드와 민첩한 조직의 
급변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네트워킹  
모델을 만듭니다.” 

―  Tom Edsall,  
Cisco 데이터 센터 담당 CTO 겸 명예 고문

성공적인 온프레미스, 멀티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구현의 

핵심은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설계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에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없을 것

• 에이전트 종속성이 없어서 모든 워크로드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할 것

• 클라우드의 규모에 적응 가능할 것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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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는 개방형 프로그래밍 기능 

및 원격 측정 기능을 제공하여 IBN 시스템의 중심인 자동화 및 

분석을 지원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이처럼 

엄청나게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2021년까지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은 모든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72%를 차지할 
예정입니다.23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은 향후 5년에 걸쳐  

3배로 늘어날 것입니다.23

72%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은 향후 5년에 걸쳐 3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은 2021년까지  

25%(복합 연간 성장률)의 성장률을 보일 것입니다.23  

Cisco Global Cloud Index에 따르면, 2021년까지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은 모든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72%를 차지할 

예정이며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간(15%) 및 데이터 센터 간

(14%) 트래픽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23 

파일 기반 및 일부 블록 기반 스토리지 트래픽뿐만 아니라 컴퓨팅 

트래픽의 늘어난 요구를 모두 지원하려면 이더넷 스위칭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3배

스위칭된 400Gbps가 이제 주류가 되었고, 800Gbps, 

나아가 1.6Tbps에 대한 IEEE 사양 적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더넷의 매력적인 자본 및 운영상의 이점 때문에 이더넷은 

일부 워크로드에 대한 기존 광 채널 스위칭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고성능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종방향) 트래픽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서버와 서버 간 또는 VM과  

VM 간의 (횡방향) 트래픽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과 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제어 계층 오버레이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플랫 “스파인 앤 리프(spine-and-leaf)” 

아키텍처가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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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워크로드, 서비스 구성 요소를 “확장된” 

네트워크에 매핑: 네트워크 전략가와 실무자는 네트워크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SD-WAN 전략에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우선 순위로 설정: 

비즈니스에 가장 필수적인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찾아내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SD-WAN 계획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사일로 전반의 액세스 정책 및 애플리케이션 정책의 

연결: 어디서나 정책 기반의 보안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하려면, 

IBN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여 WAN 및 데이터 센터처럼 서로 

다른 네트워크 도메인 간의 그룹과 정책을 매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넷데브옵스(NetDevOps) 스킬셋(skill sets) 구축: 

워크로드 및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내부뿐만 아니라 원격 위치 

간의 온디맨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워크로드 및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과 네트워크 정책 연결 방법을 

이해하는 넷데브옵스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AI 발전으로 SDN 향상: AI 기능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고 변경 관리를 개선하며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멀티클라우드용 네트워크 설계 시 고려 사항

이처럼 확장되고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설계자, 데이터 센터 임원, 인프라 및 운영 팀은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최적화할 네트워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전략 확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IT 및 네트워크 전략가는 조직의 확장된 워크로드 및 

데이터 흔적(footprint)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멀티클라우드에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협업: 온프레미스를 

포함한 조직의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하나의 환경처럼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팀은 협업을 통해 캠퍼스, 브랜치, 데이터 센터, 엣지/

IoT, 공공 클라우드/SaaS 제공업체 도메인 등을 아우르는 

일관성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비용, 성능, 가시성, 보안, 사용자 경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로 정책 기반 자동화 일관성 확장: 

모든 플랫폼, 하이퍼바이저 또는 컨테이너 프레임 워크, 모든 위치 

및 모든 워크로드(클라우드 네이티브, 베어 메탈,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에 걸친 정책 기반 자동화 구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4

5

6

7

8

1

2

3

기술: 멀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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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네트워크 액세스 및 무선

• OpenRoaming과 같은 새로운 기능은 서로 다른 Wi-Fi 

6 네트워크와 공용 5G 네트워크 간에 항상 끊김 없고 안전한 

글로벌 로밍을 제공합니다.

• 네트워킹 팀은 무선 계획, 상태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및 복구를 

위한 향상된 분석 및 AI 지원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IT 팀은 여러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일관된 액세스 정책을 

자동으로 관리, 운영, 전파하여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사용자, 기기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는 새로운 몰입형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및 IoT 

기기의 요구를 식별하고 동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의 35%는 각종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오늘날의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가장 자원 집약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 조직의 34%는 아직도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액세스 

관리에 수동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 조직의 40%는 위협 접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자동화 및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하며, 또 다른 15%는 AI 기반 액세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27%의 조직에서는 2년 이내에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액세스 

모델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필수 가이드

• Wi-Fi 6 및 5G가 조직의 향후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무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모든 모바일 및 IoT 기기의 안전한 온보딩 및 세그멘테이션을 

자동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 모든 유형의 IoT 기기를 안전하게 대규모로 온보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기 분류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치 기반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석이 어떻게 하면 조직에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 세계적으로 2022년이면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43%를 

무선 기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oT M2M 기기는 2022년까지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51%를 차지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무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

섹션 요약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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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관리 계층을 통해 독특하거나 까다로운 유스 케이스 

(예: Bluetooth, Zigbee, Thread)에 필요한 특수 무선 

기술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및 무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IP 트래픽은 2022년까지 매달 63.3

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보다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3 유선 엑세스는 이더넷(10 Mbps), 토큰  

링(16 Mbps), FDDI(100 Mbps) 등,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공유 유선 근거리 네트워크로부터 출범됐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및 광학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에 힘입어, 오늘날 고객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LAN 및 대도시 지역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교환(switched) 400 Gbps 이더넷 코어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지속적 혁신 덕분에 그리 오래지 않은 미래에는 Terabit  

Ethernet 및 결정론적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TSN(Time-

Sensitive Networking: 시간 민감형 네트워킹)과 같은 

새로운 고급 기능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바일 우선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관심이 무선 액세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선 LAN(Wi-Fi) 또는 공용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섹션 요약 
(계속)

주요 예측

“2025년이면 OpenRoaming과 같은 무선 연합이 널리 

보급되어 IT 조직과 서비스 제공업체는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신분 확인을 안전하게 공유하며 최종 

사용자는 모든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개인 및 공용 모두)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로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찰 없는 사용자 

경험에 정책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연결을 시도하는 어느 곳에서나 

최상의 경험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 Matt MacPherson,  
Cisco 무선 기술 담당 CTO

“2025년이면 IEEE 802.11ax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Wi-Fi 6 네트워크가 Wi-Fi 6 확장과 함께 Wi-Fi의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IEEE 802.11be 표준 

기반의 차세대 Wi-Fi(Wi-Fi 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는  

2024년쯤에 출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Andrew Myles,  
Cisco Wi-Fi Alliance 이사 및 전 회장 겸 기술 책임자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이 무선 혁신의  
발전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무선 
혁신의 발전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Guillermo Diaz,  
Cisco 고객 혁신 담당 부사장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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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2022년이면 무선 기기가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43%를 차지하고 스마트폰은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24%(67억 

대)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IoT M2M 기기는 146억 개로 

증가하고 2022년까지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51%를 차지하며 

대다수는 무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12  

유쾌한 모바일 사용자 경험 제공

전 세계 사람들이 Uber, Waze, Webex®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지면서 일과 사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모바일 경험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4K 영상, 초고속 브라우징, 선명한 VoIP(Voice over IP) 

등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선 네트워크는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고해상도 비디오, AR, VR 등 점점  

더 많은 몰입형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더들은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기존 네트워크가 새로운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성능, 용량, 적용 범위, 보안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Cisco의 무선 기술 담당 CTO인 Matt MacPherson은  

“쇼핑객이 위치 서비스 및 AR을 통해 개별화되고 관련성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창고에 수백만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자율 전기 로봇과 차량이 주문을 처리하고 제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험’은 곧 비즈니스 세계의 
통화(currency)와도 같으며  
무선 연결의 발전은 많은 차세대 
경험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최고의 Wi-Fi 6와 5G를 결합하면 
네트워크 팀이 이러한 경험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Matt MacPherson,  
Cisco의 무선 기술 담당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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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Wi-Fi 6 및 공용 모바일 5G 네트워크의 한층 개선된 

성능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Wi-Fi 6는 

빠른 데이터 속도, 짧은 대기 시간, 향상된 장치 밀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층 개선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에서 2020년까지 상용 출시될 예정인 공공 모바일 5G 

네트워크는 4G에서 경험한 속도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것입니다.12 

모바일 사용자는 또한 투명한 환경에서 기업, 클라우드, 공용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온보딩과 로밍이 포함됩니다. 

5G를 Wi-Fi 6로 보완함으로써 사용자는 사적, 공공 장소의 

실내외에서 투명하고 중단 없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소비를 요하는 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OpenRoaming은 Wi-Fi 

Alliance의 Passpoint 기술을 채택했습니다.28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Cisco와 여러 무선 리더로 구성된 

OpenRoaming Foundation은 개별 및 공공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로밍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진정한 

가능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penRoaming은 클라우드 기반 액세스 네트워크 연합과 이동 

통신사를 포함한 신분 확인 공급업체를 통해 서로 다른 Wi-Fi 6 

네트워크와 공용 5G 네트워크 간의 쉽고 안전하게 글로벌 로밍을 

지원합니다. 최근 열린 Mobile World Congress에서는 

OpenRoaming이 성공적인 시연을 보였습니다.28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듀얼 모드 기기를 사용하면 가정 또는 

비즈니스 Wi-Fi 네트워크, 공공 Wi-Fi 핫스팟, 공공 5G 

네트워크 간에서도 원활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Wi-Fi는 모바일 오프로드 
메커니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5G 시대에는 그 
필요성이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4G 네트워크에서는 59%의 
트래픽을 오프로드했지만, 5G
에서는 트래픽의 70% 이상을 
오프로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7

70%

“OpenRoaming을 사용할 경우 모바일 

사용자는 어떤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할지 망설이거나 팝업 포털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어디를 

가든지 연결을 유지하여 다운로드, 스트리밍, 

화상 채팅, 게임 등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원하는 만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 Matt MacPherson,  

Cisco의 무선 기술 담당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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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성공을 위한 IT 준비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관리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팀은 이상적인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요구 사항보다 앞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의 문제 해결은 대부분의 네트워킹 팀에게 

있어 사후 대응적이고 복잡하며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리더들 역시 네트워크 문제 해결이 

오늘날의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가장 시간 소모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14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는 새로운 Wi-Fi 6와 5G 

네트워크 외에도 IoT 기기가 BLE, Zigbee, Thread 등 여러 

틈새 무선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IT

의 과제는 네트워크 관리 노력이 여러 네트워크에 걸쳐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IoT 유스 케이스가 주류 Wi-Fi 6 및 5G 네트워크에 통합될 

예정이지만, IT 팀은 공통 관리 계층을 통해 특별하거나 까다로운 

유스 케이스에서 필요로하는 보다 전문화된 무선 기술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옵스 팀은 무선 계획,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및 복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 및 AI 

지원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무선 성능 및 상태를 훨씬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준비도의 현황과 미래

전통적인 수동 액세스 네트워크 운영에만 의존한다면, IT 팀은 

모바일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모든 네트워크 

도메인에 걸친 소프트웨어 중심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와 워크로드가 계속 이동하더라도 

서로 다른 액세스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일관된 액세스 정책을 

자동으로 관리, 운영,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IT가 비즈니스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AI를 사용하여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며 일상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통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IoT 애플리케이션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가 IoT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 및 

분류하고 관련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직원, 고객, 비즈니스 리더는 Wi-Fi 6와 5G

가 제공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부서가 

폭증하는 무선 통신의 트래픽을 견뎌낼 수 있어야 모바일 세계에서 

최상의 사용자 경험과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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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19 Global Networking Trends Survey는  

5단계 준비도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 전략가들에게 보안 액세스 

아키텍처의 채택 시점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2%는 2년  

이내에 AI 지원 또는 인텐트 기반 액세스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이를 당장 채택할 계획인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채택하면 정책을 동적으로 생성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로밍 

또는 이용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서비스 간에 액세스 정책을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의도에 맞추어 일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14

조직의 현 위치

조직의 2년 후 위치

오픈 액세스

확인되지 않은 유선 또는 

무선 액세스

사용자에게 캠퍼스 및 브랜치 

네트워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유선 또는 무선 액세스를 제공

액세스 통제

인증된 사용자 및 기기 액세스

인증된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유무선 액세스를 인증된 

사용자 및 기기에 제공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SD 정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및 

기기 액세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정책 자동화 제공. 캠퍼스 및 

브랜치 전체에 걸쳐 매크로 및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통합으로 

노출 대폭 감소

AI 지원 액세스

머신 러닝 지원 정책 작성

머신 러닝 및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화를 통해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 동적 액세스 및 사용 정책 

작성 기능 제공

인텐트 기반 액세스

자동화된 도메인 간 정책 조정

여러 사설 및 공용 네트워크 

도메인에서의 일관된 보안을 위해 

모든 사용자, 기기,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간에 AI 기반 액세스 

정책을 비즈니스 의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

최선의 노력

인텐트 기반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서비스 중심

연결 중심

소프트웨어 정의

18%

28% 72%

82%

질문: 귀사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현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네트워크 전략가 1556명) 출처:

도식 21  안전한 액세스 준비도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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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6, 5G, OpenRoaming 준비: 네트워크 

리더는 Wi-Fi 6와 5G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기기, Wi-Fi 운영자,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 어떻게 협력하여 

OpenRoam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무선 

로드맵을 구상해야 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고려: 소매, 헬스케어, 교육 업계의 많은 

임원들은 향상된 고객 경험을 위해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의 

이점을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이미 위치 인식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더욱 개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40%는 기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14 

엣지 네트워크 장치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마련: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를 위한 쿠버네티스(Kubernetes)과 기타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으로 인해 엣지를 통한 워크로드 가능 

네트워크 장치에서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 요소를 

호스팅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팀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정책, 성능, 보안, 

세그먼트 요구 사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액세스 및 무선 사용을 위한 
고려 사항

무선 어슈어런스 도구는 필수: 거의 모든 산업에서 클라이언트와 

사물 모두를 위한 액세스 연결의 대부분이 무선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략가는 모든 IT 및 IoT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일관된 무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급 무선 어슈어런스 

시스템 및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책 기반 유무선 세그멘테이션으로 골치 아픈 작업 대폭 감소: 

액세스, 코어, 브랜치 네트워크 등에 걸친 정책 기반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그룹을 기반으로 세그먼트 및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공격 및 위협에 대한 동적 제로 트러스트 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IoT 구축 전 AI 기반 기기 분류 활용: 고가의 보안 

솔루션으로 저렴한 IoT 센서, 모니터 등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기 분류 및 정책 기반 

자동화를 사용하면 IoT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그룹을 기반으로 

IoT 세그먼트 및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5

6

1

2

3

기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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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네트워크 보안의 역할 변경

필수 가이드

주요 조사 결과

섹션 요약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D 등이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엣지로 

이동함에 따라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오늘날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기기와 모바일 사용자가 어디서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면서 가시성 및 제어 상실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기능과 보안을 통합하면 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효과적 정책 시행, 보호, 개선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리더의 약 75%는 2년 이내에 AI 지원 적응형 또는 

자동화된 정책 정의 및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들은 AI 다음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보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팀의 43%가 내장된 네트워크 보안 기능 향상을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했습니다.

• 2019년 CISO의 48%가 “개선까지의 시간(time to 

remediation)”을 주요 핵심 성과 지표(KPI)로 인식했으며, 

2018년에는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가시성 및 위협 탐지,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지속적인 보호,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통합 섹옵스(SecOps)

와 넷옵스(NetOps) 워크플로 등 5가지 주요 영역에서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 분산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보안 위협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자동화 및 어슈어런스 계획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꼭 포함시켜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네트워킹 팀은 

네트워크 자체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섹옵스 팀과 넷옵스 팀은 데이터 공유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위협 예방, 탐지, 대응 워크플로 등을 간소화하는 도구를 

통합해야 합니다.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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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요약 
(계속)

“일부 최첨단 IT 조직의 경우 2025년이면 완전 자동화된 

네트워크 지원 보안 워크플로를 구축하여 개선을 가속화하고 

섹옵스 팀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IBN 플랫폼의 

성숙도 향상, AI/ML 기술, 보안과 네트워크 도구 간의 통합 

등으로 조직의 보안 상태나 네트워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히 정의된 유스 케이스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Wendy Nather, Cisco의 자문 CISO 팀 책임자

“2025년에도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암호화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새로운 위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어 있을 것입니다.”

― David McGrew, Cisco 펠로우

IT 팀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보안이 결합된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전략가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네트워크 팀이 비즈니스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충족시키려면 AI 다음으로 보안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3%는 향상된 내장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우선 순위로 

인식했습니다.14  

보안과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모델의 통합으로 조직은 비즈니스 

역할 정책을 적용, 실행하고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의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넷옵스팀과 이들이 제어하는 네트워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중요한 보안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시성: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새로운 분산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모델에서의 가시성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네트워크는 액세스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의심하는 일관된 

신뢰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주요 예측

네트워크 보안의 역할 변경

모바일, 멀티클라우드, IoT 모델의 채택은 네트워크 보안에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 네트워크 경계는 

캠퍼스, 브랜치, VPN, 공공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 사물, 애플리케이션의 신원 확인을 위한 

더욱 분산된 모델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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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보호: 감염된 기기의 봉쇄 조치를 자동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분산된 탐지 기관 및 실행 기관의 

역할을 네트워크가 수행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악의적인 사용자가 기밀 

정보를 찾거나 네트워크 운영을 방해하려는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은 네트워크 시스템과 개별 네트워크 장치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원활한 섹옵스, 넷옵스 

워크플로: 섹옵스 팀과 

넷옵스 팀이 협업을 할 경우 

CISO의 95%는 이들이 

매우 또는 아주 협조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30 그러나 

두 팀은 여전히 별도의 

데이터, 워크플로,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섹옵스 

팀과 넷옵스 팀은 자동화된 위협 예방, 탐지, 대응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워크플로를 간소화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도구를 통합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합니다.

1 2 3
세분화된 제어를 적용하고 

측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분할합니다.

위협 탐지와 대응을 위해 

세분화된 네트워크 분석 

및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네트워크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자동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은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29

2019년 CISO의 48%가  
“개선까지의 시간(time to 
remediation)”을 주요 핵심 
성과 지표(KPI)로 인식했으며, 
2018년에는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30

48%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섹옵스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트래픽 흐름의 소급 분석, 유출 시도 
식별, 네트워크 포렌식, 워크플로의 
마이크로 세분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31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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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문제

규모와 복잡성의 증가

모바일 우선 및 클라우드 우선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방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보안 위협을 직면한 

상황에서 IT는 조직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D가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으로 이동함에 따라 IT 모델은 기존의 조직 

경계를 넘어 계속 확장됩니다. 엣지에서 호스팅되는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컴퓨팅과 마이크로 서비스가  

증가되므로 워크로드 보안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오늘날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여러 곳에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기기(사용자 

기기 및 상호 연결된 IoT 기기)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직원, 

계약업체, 타사)를 여러 곳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30   

인프라: 위협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함에 따라 공격자는 

데이터를 도청, 도용, 조작하거나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근본적인 스위칭 및 라우팅 인프라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32 

“여타 대규모 조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규모의 복잡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47테라바이트의 인터넷 

트래픽을 검사하고, 280억 개의  

흐름을 분석하며, 1조 2천억건의  

보안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Marisa Chancellor,  
Cisco의 인프라 보안 담당 이사

위협 환경: 점점 더 고도화되는 공격

사이버 보안 공격을 통해 얻는 잠재적 보상이 점차 커짐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위협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적으로 전파되는 네트워크 기반 랜섬웨어

• 암호화된 트래픽에 숨어있는 암호화된 악성코드 공격 (2017

년 전체 악성 공격의 70%를 차지4) 

• 패치되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은 IoT 기기를 통해 유포된 

IoT 봇넷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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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는 Cisco Cybersecurity 

Series Threat Report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33

 

컴플라이언스

보안 팀은 또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보안 정책이 확립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유럽 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소매, 연방 정부 등의 부문은 추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19 사이버 보안 리포트출처:

49%

42%

36%

27%

23%

33%

21%

19%

38%

악성코드

악성 스팸

피싱

랜섬웨어

모바일 악성코드

부적절한 파일 공유

신분 정보 도난

19% 파일리스 악성코드

데이터 유출

스파이웨어

사이버 보안

질문: 지난 1년 동안 어떤 유형의 공격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나요?

도식 22  오늘날의 사이버 보안 위협  

기술: 보안

IoT 기기의 확산: 공격 접점 증가

연결된 IoT 기기는 대부분 IT 부서에서 알지 못하거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안 없이 계속 확산됩니다. 모든 연결된 

기기는 조직에 대한 공격 접점을 확장시킵니다. IoT 기기의 경우, 

네트워크 수준의 공격에 DDoS(distributed denial-of-

service) 공격,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스푸핑, 암호 대상 및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

 

가시성 격차  

새로운 클라우드 앱 및 마이크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IT 가시성 및 

공격 접점 제어에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안전하지 

않거나 과도한 액세스 권한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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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자동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과 보안의 조합은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과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가시성과 제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모델 현실화에 

도움을 주고,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방지, 탐지,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어디서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아래 도식  

23 참조)

 

네트워크 가시성 및 위협 탐지

보지 못하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는 말이 지금처럼 실감되는 때는 

없었습니다. 가시성은 IT 팀이 네트워크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기기, 앱, 사물 등에 대한 가시성이 

포함됩니다.

“SaaS로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전통적 가시성과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 Marisa Chancellor,  
Cisco의 인프라 보안 담당 이사

모바일 기기(기업 및 개인 소유)의 수와 범위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개인 기기를 직장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 랩톱, 태블릿 

등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가시성과 

제어가 더욱 결여될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로 보안 문제 해결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갖춘 넷옵스 팀은 조직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섹옵스 팀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IT 부서는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네트워크로 하여금 위치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능, 중요한 기능, 비정상적인 사항 등을 분산 

기술: 보안

“대다수의 IoT 기기는 본질적인 보안을 
거의 갖추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인증서나 신분 확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침해를 방지하거나 
봉쇄하는 데에 있어 기기 인식, 분류,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활성화를 
자동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Tim Szigeti,  
Cisco의 IoT 담당 수석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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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WAN, 데이터 센터, 멀티클라우드, IoT 네트워크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흐름을 

매핑할 수 있어 정상적인 네트워크 동작의 동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팀에게 있어 무엇보다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보안 팀이 

암호화된 트래픽에서도 더욱 빨리 위협을 감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지능형 가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통해 

넷옵스 팀은 기기의 유형과 위치, 해당 작업 부하 등에 관계없이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사용자가 

네트워크 외부에 있더라도 개별 또는 공공 클라우드 내부의 

워크로드와 데이터와 직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보호: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모델에서 IT는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및 IoT 엔드포인트가 허용되는 

사람,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또한 그룹 기반 정책 제어 및 엔드 투 엔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함으로써 제로 트러스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침해 사전 봉쇄: IT 직원이 데이터 센터 

내부 또는 외부 워크로드 간의 무단 횡적 이동을 완화시켜  

공격자가 이미 내부에 있는 경우 공격 접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단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로 인한 위험 완화: 모든 

유형의 사용자(직원, 계약업체, 타사 등)가 온프레미스 

또는 오프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2FA)을 거치도록 하고 기기의 보안을 확인합니다.  

앱, 워크로드

SaaS데이터 센터 공용 클라우드

ID와 사물

기기/IoT

WAN

지속적인 가시성

프로세스 행동에 대한 가시성사용자/기기에 대한 가시성 연결 관련 가시성

온프레미스 및 멀티클라우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앱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인증 및 권한 부여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지속적인 보호

침입 방지사용자/기기 보호 수신/송신 보호

악성코드 방지

브랜치/

캠퍼스

사용자/

원격

도식 23  통합 네트워크 보안 모델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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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로 취약하거나 도난당한 암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무단 액세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도록 네트워크에 신속하게 지시합니다. 또한 악성 파일을 

차단하기 위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인텔리전스를 엔드포인트 및 클라우드로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이 다시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조직이 디지털화되고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와 개별 

네트워크 기기의 보안과 무결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전반적 보안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 유통, 

구축, 지속적인 운영 중의 변조와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사 

리셀러, 시스템 통합업체 또는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보안 구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 네트워킹팀은 하드웨어 고정 보안 부팅, 

고유한 기기 식별자 보안, 키 파괴 및 공장 초기화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을 해결하는 네트워크의 역량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보안 기능을 실제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부문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가시성, 보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넷옵스팁과 섹옵스팀의 역할일 것입니다. 

어디서나 지속적인 보호

모든 기업 사용자 및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기존 경계를 넘어 보호를 

확장하여 네트워크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경해야 합니다. 

SD-WAN과 같은 인텐트 기반 아키텍처는 풀 엣지 보안 스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중앙 제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모든 네트워크 수신 또는 송신까지 보호 기능을 확장합니다. 

완전한 보호를 위해 이 스택에는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방화벽, 

보안 웹 게이트웨이, 악성코드 방지, DNS 계층 보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악성 파일이 통과를 했을 경우, 악성코드 감지 기능으로 

감염된 기기를 제한하거나 격리된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자동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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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의 현황과 미래

그렇다면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보안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조직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당사는 5단계 준비도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현재 자사의 네트워크 보안 접근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조직들이 모든 단계에 걸쳐 꽤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지만,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리더들이 해당 기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 AI 기반의 자동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14  

조직의 현 위치

조직의 2년 후 위치

격리된 네트워크 및 보안

경계 제어

네트워크에 거의 통합되지 않은 

경계 제어점

네트워크를 오버레이로 사용하는 

보안 기기

통합 네트워크 보안

중앙집중형 가시성

사용자와 기기를 동적으로 

학습하고 기능 그룹에 배치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보안

통합 정책 기반 세그멘테이션

여러 도메인에서 자동화된 

엔드 투 엔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위협에 

대한 엔드 투 엔드 가시성

적응형 네트워크 보안

AI 지원 적응형 정책 시행

고급 분석 및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보안 정책 및 위협 

탐지 역량

자동화된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

새로운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봉쇄

변화하는 정책과 규정에 적응

최선의 노력

인텐트 기반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서비스 중심

연결 중심

소프트웨어 정의

37% 39% 24%

26% 74%

질문: 귀사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현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네트워크 전략가 1556명) 출처:

도식 24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 보안 준비도 

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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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트렌드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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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에서 비즈니스  
최적화로 전환

핵심 요점

• 기존의 네트워크 운영 모델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디지털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종 필수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IT 팀은 기존의 반복적 네트워크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제거하는 컨트롤러 기반 시스템 및 AI 지원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IT 운영을 현대화하고 데브옵스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고급 개방형 네트워크 플랫폼은 다른 IT와 보안  

시스템 및 운영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시대에 리더와 팀은 반응형 운영 

모델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확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팀의 73%가 네트워크 현상 유지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 IT 리더들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으로부터 네트워크 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면, 팀 리소스를 멀티클라우드에 

집중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축 가속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보호 업무에 팀 리소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IT 리더의 3분의 1 이상이 더 나은 네트워크 조정과 다른 IT 

팀 및 사업 부서와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운영

섹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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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측

비즈니스와 IT의 연계: “팀은 네트워크 유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재조정하여 네트워크가 조직의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충족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방법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네트워크 정책으로 변환함으로써 새로운 운영 역할이 

정립될 것입니다.”

클라우드까지 모니터링을 확장하는 넷옵스: “멀티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가 표준이 됨에 따라 넷옵스팀은 WAN, 공용 

네트워크, 클라우드 존재 지점까지 가시성과 예측 모니터링을 

확장할 것입니다. 기업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시스템은 더 큰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클라우드 제공업체 

시스템와의 데이터 통합을 시작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 경험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 Rich Plane,  
Cisco의 고객 경험 담당 CTO

섹션 요약  
(계속)

운영

• 컨트롤러 기반 자동화 및 어슈어런스 모델을 채택할 때 

네트워킹 팀은 라이프사이클 관리, 정책 관리, 어슈어런스 

관리 등 세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 영역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 서비스 품질, 비용, 민첩성, 보안 등을 향상시키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개별 기기 관리를 벗어나 네트워크 컨트롤러 

및 컨트롤러를 통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팀은 개방형 플랫폼과 데브옵스 주도형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네트워크를 IT 프로세스와 통합하고 엔드 투 

엔드 워크플로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운영 팀은 더 나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AI옵스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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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에서 비즈니스  
최적화로 전환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IT 리더의 63%는 3년 이내에 비즈니스  

요구를 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14

63%

Cisco의 연구에 따르면 IT 리더십 팀은 조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팀은 별개이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IT 인프라와 운영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34

개방형 플랫폼의 데브옵스 주도 방식을 통해 네트워킹 팀은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IT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엔드 투 엔드 워크플로를 능률화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요구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또한 네트워크 도메인 간에 운영 측면의 연계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과의 직접적인 통합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의 

니즈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작업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IT 리더와 팀은 기존 서비스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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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의 현황과 미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운영 준비도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략가에게 반응형에서부터 비즈니스 최적화에 이르는 

어슈어런스 관리의 성숙 5단계와 관련하여 현재 자사의 네트워크 

운영 준비도를 어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23%만이 현재 자사 네트워크가 예측형이거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71%는 2년 안에 이 

같은 단계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 네트워크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느끼는 

조직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14 

네트워크 발전이 네트워크 운영을 
변화시키는 방법 
첨단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증가는 네트워크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다음 영역에서 주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프로세스에 네트워크 운영을 통합

주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가 기술 사일로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던 시대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사에 따르면 IT 리더의 3분의 1 가량이 더 나은 네트워크 조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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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IT 팀과의 통합 달성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 반면, 응답자의 

26%는 다른 사업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14 그 외 27%는 별도의 네트워크 도메인에 걸쳐 

격리된 설계 및 운영 방식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했습니다.14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덕분에 넷옵스팀은 격리된 운영 사일로를 중단하고 IT 워크플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IT 리더의 34%가 이러한 변경이 

사용자의 서비스 중단에 대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경고에 응답

경고를 통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

네트워크 상태, 성능, 용량을 

사전에 모니터링

분석 및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개선

비즈니스 의도 시스템, 분석, 

자동화 기능을 기반으로 상태 및 

성능을 동적으로 관리

반응적

비즈니스 최적화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예측적

대응적

선제적

질문: 귀사의 네트워크 운영 준비도에 대한 현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조직의 현 위치

조직의 2년 후 위치

38% 39% 23%

29% 71%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출처: (응답자: 네트워크 전략가 1556명) 

도식 25  네트워크 운영 준비도: 어슈어런스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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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팀의 조직 요구 충족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14 

그러나 이상적인 수준의 IT 민첩성과 지속적인 의도 조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넷옵스팀은 네트워크 도메인(액세스, WAN,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및 IT 서비스 관리(ITSM)와 섹옵스 시스템 등 

다른 IT 도메인과의 통합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래 도식은 넷옵스가 어떻게 하면 개방형 플랫폼과 네트워크 

데브옵스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기술과 프로세스를 다른 

내/외부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IT 및 비즈니스 의도와의 완벽한 연계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직원, 고객, 파트너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즉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동 운영 방식이 역동적인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를 도입하면 네트워크 운영의 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역동적으로 변하며 비즈니스 및 IT 의도가 네트워크에 

직접 전달됩니다. 이러한 의도에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요구, 보안 

정책 및 컴플라이언스, IT 프로세스 등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의도

•애플리케이션

•컴플라이언스

• 보안 정책

디지털 비즈니스

고도의 멀티도메인

네트워크 인프라

물리적/가상 인프라 프로그래밍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

기업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컨트롤러

보안

개방형 플랫폼

클
라

우
드

 지
원 머

신
러

닝

분
석

 및
 보

증 정
책

 및
 변

환

자동화 및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 

보증

네트워크 정책 

자동화

외부 

에코시스템

IT 운영 멀티클라우드

보안

도식 26  개방형 플랫폼 네트워크 데브옵스 접근 방식을 통한 통합 기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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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비즈니스 및 IT 의도를 네트워크 정책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네트워크 운영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운영 작업 자동화가 네트워크 운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IT 리더 및 네트워크 전략가의  

4분의 1은 향후 5년 동안 네트워크 전략 및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자동화라고 대답했습니다.14 

이는 곧 네트워크 구성 및 유지 관리를 더 이상 수동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IT 리더 중 20%는 자동화 및 AI 기술 

채택을 꺼려하는 넷옵스 팀들의 태도가 현대화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14 

 
예방적 VS 반응적 문제 및 사고 관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조직은 운영 준비도의 반응적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응답자의 25%가 반응적인 운영 사고 방식 

때문에 자사의 네트워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35 여기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고 

다른 IT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넷옵스 팀은 예측적 유지보수 

상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사고로 발전하거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기 훨씬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공 지능의 협업

네트워크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옵스 팀은 보다 정확한 성능 기준, 이상 감지, 

자동화된 근본 원인 분석, 치료 지침 및 예측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및 머신 추론과 같은 새로운 AI 기반 운영(AI옵스) 

기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넷옵스 팀은 수천 개의 이벤트를 걸러내지 않고도 이 같은 기술에 

점점 더 힘입어 최고의 개선 옵션과 가장 중요한 기술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옵스팀은 이 결과물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컨텐츠를 보강하며 주요 비즈니스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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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검증된 프로세스, 권유 조정 등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라이프사이클 관리, 정책 관리, 어슈어런스 관리 등의 세 

가지 중요 프로세스 영역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IBN이 제공하는 

운영 단순화를 통해 이러한 핵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운영 변환을 

계획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통계 인용: IT 리더의 42%는  

AI가 미래의 자동화된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믿으며 이에 

따라 AI옵스로의 전환이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35

네트워크 운영에 운영 기술 연결 제공 

IoT 기기가 비즈니스 자산으로 간주되고 이 같은 기기로 생산하는 

운영 데이터가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IoT 유스 케이스에서 운영상의 문제는 

심각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네트워크에는 수백만 개의 IoT 기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이처럼 수많은 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경우에 따라 본부(HQ)와 원격 IoT 기기간의 지속적인 연결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엣지 및 포그 분석에 

대한 투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프레임워크 소개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Cisco 고객 경험 기술 전문가들은 전략적 지침, 모범 사례, 검증된 

42%

운영

새로운 사고 방식: 
네트워크 컨트롤러  
관리

Cisco 고객 경험 부문의 솔루션 

아키텍트인 Jake Hartinger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는 

기기에서 컨트롤러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기기에 로그인하여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수집했습니다. 

컨트롤러 기반 자동화 및 어슈어런스 모델을 통해 관리자는 

컨트롤러, 통합, 컨트롤러 관련 프로세스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조직이 이 같은 변화를 잘 수용할수록 서비스 

품질, 비용, 민첩성, 보안 등을 더욱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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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관리

컨트롤러 주도 자동화 및 프로비저닝 시스템으로의 변경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령 줄 인터페이스(CLI)를 변경하는 사용자는 

컨트롤러가 정책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에서 

컨트롤러가 명령을 무시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조직은 릴리스 관리와 변경 관리를 위한 

명확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관행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으로서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자동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관리하려면 새로운 컨트롤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지점 및 API, 정책 및 어슈어런스 기능을 

관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등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컨트롤러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경될 예정이므로 네트워크 

컨트롤러 및 통합을 위한 고유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벤트 관리

성능/용량 관리 사고 관리

문제 관리

변경 관리

릴리스 관리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구성 관리

보증 관리라이프사이클 관리 정책 관리

상태고장 해결프로비저닝 정책 정의 정책 관리컴플라이언스
컨트롤러 릴리스 

관리

새로운 프로세스 핵심

새로운 프로세스와 

변화 중인 프로세스 

잠재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기존 프로세스

도식 27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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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리

네트워크 정책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네트워크 장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심지어는 통합을 위해 생성되는 더욱 엄격한 네트워크 표준 

및 지침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먼저 정의된 다음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책은 또한 정의된 표준이 지속적으로 

프로비저닝되도록 네트워크 컨트롤러 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검증 방법을 통해 정책을 검증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은 영향 범위가 매우 넓어 변경된 정책이 수천 개의 장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성과 승인 여부가 

테스트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정책은 그 본질 자체가 규범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변경 사항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를 시연하는 모델 기반 

정책 검증 모델이 더욱 널리 보급됨에 따라, 구성 옵션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경고 및 상황에 반응하는 

네트워크 기기의 수동 변경

사전 정의된 인프라 라이프사이클 

마커 및 보안 경고에 응답 

인프라 전체에서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된 릴리스 

및 변경 프로세스

컨트롤러와 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표준 등의 

사전 관리 

올바르게 정의된 툴과 변경 

프로세스

자동화 툴로 일관되게 

프로비저닝된 호환 컨트롤러 

및 인프라 

올바르게 정의된 라이프사이클 

변경 트리거 및 프로세스

비즈니스 의도에 따라 지속적인 

라이프사이클 컨트롤러 및 인프라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러의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 기능 반응적

비즈니스 최적화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예측적

대응적

선제적

도식 28  네트워크 운영 준비도: 라이프사이클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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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관리

소규모 네트워크는 사람의 손길과 두뇌로 쉽게 관리할 수 있지만 

대규모 네트워크의 관리는 도구, 네트워크 데이터, 명확한 프로세스 

등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5개 운영 팀 중 1개만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첨단 분석 기능을 

통해 이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14 

AI 지원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모델을 통해 어슈어런스 관리는 

분석, API 통합, 상관 관계 기능, 고급 인벤토리 및 보고, 보강 

등으로 이러한 리소스를 개선하고 통합합니다. 특히, 분석 및 보강 

기능은 네트워크 결함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해결 또는 상태 개선을 촉진합니다. 또한 수많은 추가 구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지원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 팀은 계속해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서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 빠른 문제 

해결, 운영 효율성 등이 향상됩니다. AI옵스 팀은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필터링, 보강, API에 중점을 두어 

어슈어런스 워크플로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프로세스 영역 외에도 기존의 ITSM 프로세스, IT 

도메인, 시스템과의 가능한 상호 작용을 검토하여 다른 잠재적 통합 

기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해 공식화된 

보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정책 없음

표준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 

전체에 걸쳐 수동으로 적용

정적 서비스 프로파일링, 인프라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정책 관리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수동으로 정의한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컨트롤러 기반 자동화와 

프로비저닝 도구를 사용하여 정책 

변경을 야기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여러 

도메인에 걸쳐 거의 

실시간으로 변경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에 

대응하는 인텐트 기반 시스템 또는 

컨트롤러는 시간, 주요 이벤트, 

기타 비즈니스 환경 등에 따라 

엔드 투 엔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반응적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

예측적
비즈니스 최적화

대응적

선제적

도식 29  네트워크 운영 준비도: 정책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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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까지 모니터링을 확장하는 넷옵스: 멀티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넷옵스 팀은 WAN, 

공용 네트워크, 클라우드 존재 지점까지 가시성과 예측 모니터링을 

확장할 것입니다. 기업 IBN 시스템은 더 큰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클라우드 제공업체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을 

시작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 경험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모델 기반 변경 관리: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가정(what-if)’ 분석처럼 더욱 발전된 넷옵스 프로세스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더 넓게 통용될 것입니다. 

자율 작동, 자기 회복 워크플로: 영향이 적은 워크플로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작업자의 개입 없이도 네트워크가 회복 또는 

라이프사이클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 중심의 의도 검증 접근법을 통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Cisco의 고객 경험 담당 CTO인 Rich Plane에 따르면,  

5년 안에 네트워크 운영 팀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어슈어런스: 네트워크 운영 팀은 호스팅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 또는 기기와 비즈니스 서비스 간에 예측 

문제를 감지하고 근본 원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서비스 성능 하락의 원인인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어느 

곳이 성능 하락의 원인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IT의 연계: 거의 전적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에만 관여했던 네트워크 운영은 이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내외부에 균형 잡힌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의도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정책으로 변환하여 새로운 운영 역할이 정립될 

것입니다. 

넷옵스와 섹옵스는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에서 작동: 넷옵스 팀과 섹옵스 팀은 데이터 공유, 자동화된 

핸드오프 및 플랫폼과 도구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합되고 

간소화된 워크플로를 개발할 것입니다. 

4

5

6

1

2

3

미래의 네트워크 운영 예측 2025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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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기술

핵심 요점

• 신기술은 수많은 업계에서 수작업을 대폭 제거하고 있으며 IT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IT와 네트워킹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 바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과 같이 수요가 많은 신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게는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 네트워크 운영이 더욱 자동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정책, 어슈어런스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운영 방식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는 비즈니스 조정 개선, IT 프로세스 통합, 

보안 개선, 데이터 활용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가치가 높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네트워크 유지 관리 작업은 평균적으로 네트워크팀의 시간과 

리소스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IT 리더 중 27%는 필요한 기술의 부족이 첨단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식했습니다.

• IT 리더 중 22%는 교육, 평생 교육, 인증에 투자하는 

재교육을 선호합니다.

• 네트워크 전략가는 기술 향상이 필요한 최우선 영역으로 AI, 

IT/OT 통합, 자동화, 네트워크 데브옵스 등을 꼽았습니다.

전략가: 다음 커리어 중 하나 이상을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술, 비즈니스 및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즈니스 변환 담당자는 IT 성과를 역동적인 비즈니스 의도에 

맞추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네트워크 보호 담당자는 네트워크와 보안 아키텍처 연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네트워크 데이터 설계자는 네트워크 분석과 AI 활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네트워크 통합 설계자는 네트워크와 IT 도메인에 걸친 통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필수 가이드

주요 조사 결과

인력

섹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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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다음와 같은 신규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량 모두를 사전에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트워크 지휘자는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네트워크 조정자는 정책 변환 및 자동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네트워크 검사 담당자는 서비스 어슈어런스 및 네트워크 

보안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리더: 미래의 네트워크 팀을 구축하려면 다음 권장 사항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지속적인 학습 문화의 구축

• 재교육과 고용 간의 균형 추구

• 교육과 개발 분야 적극 투자

• 비즈니스 통찰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순환 근무 제도 시행

• 포용(inclusive)하는 업무 환경의 조성

주요 예측

섹션 요약 (계속)

인력

“2025년이면 네트워킹 팀의 75%가 네트워크 현상 유지에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혁신을 이루거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 Joe Clarke,  
Cisco의 저명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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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기술

향후 2년에 걸쳐 진보된 네트워킹 기술이 네트워크의 거의 모든 역할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혁신에서 IT가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IT 전문가는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T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관리

• 네트워크 전략 및 예산 감독 

• 네트워크 전략, 로드맵, 아키텍처, 기술  
환경 설정 등을 정의하는 업무 담당

• 네트워크 구축, 구성, 유지 관리, 문제 
해결 등을 담당

직함: CIO, IT 인프라 담당 부사장,  
IT 책임자

직함: 네트워크 전략가, IT/네트워크 
설계자, 네트워크 관리자

직함: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지원 엔지니어

IT 리더 네트워크 
전략가

네트워크 
실무자

사업 부문이 새로운 IoT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정책 등을 구축할 때에 이들이 네트워크로부터 필요로 하는 사항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IT 전문가가 제대로 이해해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네트워크 전략가, 네트워크 실무자, IT 리더와 같은 세 가지의 주요 

IT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업 네트워킹 환경을 감독하기 

위해 이들 전문가가 갖춰야 할 새로운 스킬셋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의 60%는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 전략을 IT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원 중 93%는 기술 격차(skills gap) 때문에 혁신을 빠르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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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스킬셋 변화에 대비

기업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두 번의 설문 조사에서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략가는 

흔한 분야와 흔하지 않은 분야에서 발견되는 기술 격차를 각각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정보 기술 역량 격차

당사의 IT 인재 설문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클라우드 전문성, 기업 

아키텍처, 빅데이터 및 분석, 데브옵스, 사이버 보안 등의 첨단 

기술이 IT 전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역량 및 전문성으로 

꼽혔습니다.34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기업 아키텍처, 데이터 분석, 

데브옵스 등이 해당 목록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IT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줍니다.

51%

46%

42%

41%

37%

41%

35%

30%

43%

클라우드 전문 지식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빅데이터 및 분석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동화

29%

27%

프로그래밍/스크립팅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 설계

26%

9%

AR/VR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데브옵스

질문: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데 귀사 IT 부서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은 무엇인가요?
차세대 IT 인력 전략 Cisco, 2018년 10월 (응답자: IT 및 비즈니스 임원 600명) 출처:

도식 30  주요 IT 기술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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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네트워킹 기술 격차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는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략가에게 조직의 향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체 팀이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리더와 전략가는 자체 네트워크팀의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T 리더는 가장 집중이 필요한 분야로 

비즈니스 역량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과 함께 분석 및 AI를 꼽았습니다. 네트워크 전략가는 분석과 AI에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IT/OT 통합, 자동화, 네트워크 데브옵스 등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인식했습니다.14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분석, AI, 머신러닝 전문 지식

비즈니스 역량

애플리케이션 개발

멀티도메인 통합

IT 프로세스 재설계 및 통합

프로그래밍

라우팅/스위칭 기술 및 운영

무선/모빌리티 기술 및 운영

자동화 기술(1일차, 2일차, 3일차)

클라우드 네트워킹 전문 지식

사물인터넷 ― IT/OT 통합

네트워크 제공업체 관리

네트워크 보안 운영

네트워크 전략 및 아키텍처

네트워크 및 보안 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데브옵스

네트워크 전략가 IT 리더

질문: 네트워킹팀의 현 기술과 역량을 볼 때, 다음 각 영역에서 조직의 향후 니즈를 충족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팀의 준비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총 2061명/IT 리더 505명, 네트워크 전략가 1556명)출처:

도식 31  네트워킹팀의 다양한 스킬셋 준비도에 대한 자신감 

인력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84

비즈니스 통찰력

비즈니스 또는 기능 영역에 대한 심층 지식 42%

기술 역량

설계, 구성, 프로그램, 구축, 관리 37%

소프트 스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리더십, 협상 36%

기술 전문 지식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분석, 

IoT 기술 등
33%

질문: 비즈니스 혁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IT 기술과 전문 지식에 있어 가장 큰 격차는 무엇인가요?
차세대 IT 인력 전략 Cisco, 2018년 10월 (응답자: IT 및 비즈니스 임원 600명) 출처:

도식 32  가장 중요한 기술 격차로 인식된 비즈니스 통찰력

비즈니스 및 소프트 기술에 대한 필요성 증가

당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IT 인재 설문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IT 부문에서 가장 큰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비즈니스  

통찰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4 조직이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IT는 비즈니스 언어로 소통함으로써 비즈니스 목표나 의도를 높은 수준의 IT 정책으로 변환하고 이에 따라 인프라 및 장치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조될 크로스오버 역할

가까운 미래에 일부 IT 역할은 둘 이상의 영역을 담당하는 크로스오버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리자가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추가 스킬셋으로 

습득할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업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역할은 독창적이면서도 수요가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분리형 

기술 영역과 언어 기반 역량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자는 API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넷옵스 팀과 섹옵스 팀이 

협력하여 두 팀 간에 능률적인 운영 워크플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대응 방식: 비즈니스 통찰력 개발 

Cisco는 IT 전문가가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고객  

제로(Customer Zero)’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비판적 사고, 심도 있는 문제 해결과 같은 비즈니스 통찰력과 

소프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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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략가의 새로운 역할

네트워크 전략가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일은 보다 민첩하고 

비즈니스 중심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위해 효과적이고 위험이 

낮은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 

카탈로그 생성, 네트워크와 IT 프로세스의 통합, 넷옵스와 

섹옵스의 워크플로 통합, IT와 운영 기술(OT)의 통합 등을 통해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를 설계,  
구축, 운영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워크플로와 작업을 자동화하고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혁신적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라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분야를 모두 섭렵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한 전문가팀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37

― Susie Wee,  
Cisco DevNet의 SVP 겸 CTO 

IT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치 기반 개별화, 작업장 활용도 

최적화, 원격 전문가 애플리케이션 등의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혁신 설계에 있어 조직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전략가: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가치 제공

Cisco의 저명한 엔지니어인 Joe Clarke는 현재 대부분의 

전략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능이 네트워크 전략가의 역할에 

점차적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전략가는 다음 

커리어 중 하나 이상을 따라 발전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변환 담당자는 IT 성과와 비즈니스 의도 정렬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즈니스 니즈를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모니터링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의 요구 사항으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가치와 혁신을 위해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역량: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네트워크 

요구 사항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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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옵스 역량: 네트워크 플랫폼 API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이 비즈니스 

의도와 IT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네트워크 통합 설계자는 네트워크와 IT 

도메인에 걸친 통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IT 프로세스 및 외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된 모든 도메인에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도메인 간의 통합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IT 프로세스 재설계 및 통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 운영을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IT 프로세스와 워크플로를 파악합니다.

ITSM 서비스 운영: 정보 기술 인프라 라이브러리(ITIL) 

프로세스를 이해하여 네트워크 어슈어런스 시스템을 ITSM 

기능에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데브옵스 역량: 개방형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파악하고 다른 IT 시스템과의 통합 워크플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네트워크 보호 담당자는 네트워크 및 보안 아키텍처 연계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 아키텍처 및 섹옵스 프로세스에 네트워크의 분산화 

인텔리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네트워킹과 보안의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보안 역량: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구축하며 네트워크가 전체 보안에 기여하는 

역할을 이해합니다.

데브옵스 역량: 네트워크 플랫폼 API가 섹옵스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설계자는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AI를 활용하는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새로운 IT 

지원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IT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즈니스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석 및 AI 역량: 신속하게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I 기술을 이해하고, AI 기술이 전체 

서비스 어슈어런스을 위해 어떻게 네트워크 어슈어런스에 

적용되고 다른 IT 시스템과 통합되는 지를 파악합니다.

Cisco의 대응 방식: 지속적인 IT 학습 과정 

Cisco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보안,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업체, 협업, DevNet, 기타 고급 주제 등과 관련된 여러 

IT 학습 과정을 개발하여 엔지니어에게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소시에이트,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 엑스퍼트 레벨의 평생 교육 외에도 직원을 

위한 무료 교육 또는 할인된 비용의 교육과 인증 

프록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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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네트워크 실무자는 기술 개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잠재적 역할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지휘자는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관리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 컨트롤러 및 기본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상태 

및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실무를 담당합니다. 

필요한 기술: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환경에서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는 컨트롤러를 운영, 유지 보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스템과의 플랫폼 통합이 

비즈니스 통찰 역량: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네트워크 액세스 

가능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회 창출 방법을 이해합니다.

네트워크 실무자의 새로운 역할

디지털 혁신이 조직 전략의 중심에 자리잡아감에 따라 네트워크 

실무자는 반복적인 관리 작업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부가 가치 서비스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첨단 네트워크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IT 엔지니어의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미래의 네트워크 엔지니어: 연결성을  
넘어서는 가치 제공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네트워크 실무자의 

역할은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 어슈어런스 등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운영 핵심 요소를 지원하도록 발전할 것입니다. 이 같은 

 “오늘날 성공적인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 
기술과 통합하는 데 능숙하고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개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브옵스 사고 방식과 
기술이 비즈니스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 Joe Clarke,  
Cisco의 저명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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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해야 하며 섹옵스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네트워크 이상 

증후가 탐지되고 잠재적인 보안 허점이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 조직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AI 기반 

통찰력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상 증후 감지 및 복구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분석 시스템을 조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문제 탐지 및 해결 프로세스를 IT 및 보안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컨트롤러의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하고 컨트롤러 및 기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상태, 보안, 컴플라이언스,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조정자는 정책 변환 및 자동화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즈니스 요구가 네트워크 정책으로 변환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해당 정책의 자동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네트워크 및 IT 도메인과의 정책 조정을 담당합니다.

필요한 기술: 인프라 자동화 도구, 자동화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리눅스, 파이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 개발자 도구를 숙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형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익히고 API 및 툴킷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컨트롤러 및 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검사 담당자는 서비스 어슈어런스 및 네트워크 보안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급 분석 및 AI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어슈어런스 도구를 

능숙히 활용하고 조정하여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현재 네트워크 실무자는 
반복적인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최대 55%
의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14

55%

IT 리더: 네트워킹 인재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수행

미래에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룩하려면 기술 역량을 지금 

구축해야 합니다. 당사의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는 IT 리더에게 현재 인재 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재교육, 확장, 재분배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89

재교육 

트레이닝, 평생 교육, 인증에 대한 투자 확대22
증원

사내 인력을 늘리기 위하여 채용 실시17
인력 활용

인력을 보다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에 투자
17

확대

아웃소싱 서비스로 사내 팀을 일시적으로 확대13
아웃소싱

새로운 네트워크 역할과 기능을 위해 사내 인력을 외주 서비스로 교체11
교체

신입 사원 채용으로 기존 직원을 교체8
문화

팀 문화를 지속적인 학습 문화로 전환8
조치 없음

이미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4

56%

질문: 향후 네트워킹 요구사항을 계획하고, 구축,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귀사의

IT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IT 리더 505명)출처:

도식 33  네트워킹 기술 격차 해소에 이용되는 방식 순위  

인력 격차

새롭게 배워야 하는 스킬 세트가 현재 팀원들에게는 지나친 부담일 

수 있습니다.
22

근속

팀원 재교육에 투자할 경우, 수요가 높아질 인력의 근속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22

저항

팀원들이 자동화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직업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7

타이밍

비즈니스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팀을 빠르게 재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15

노후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재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 투자가 

효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13

문화

많은 팀원이 변화의 필요성을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1

44%

질문: 보다 나은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위해 사내 네트워크 팀을 재교육시키고자 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 (응답자: IT 리더 505명)출처:

도식 34  재교육에 대한 가장 큰 우려 

리더들의 재교육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은 IT 비즈니스 역량과 IT 기술 역량 모두에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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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더들을 위한 권장 사항: 미래의 네트워크 
팀을 구축하는 방법

Cisco의 고객 변환 담당 SVP인 Guillermo Diaz에 따르면 

리더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 네트워킹 팀을 구성하고 

디지털 혁신을 거친 비즈니스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문화 구축: IT 리더는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학습은 네트워크 실무자, 네트워크 전략가가 

새로운 기술과 운영 프로세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정기적으로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교육, 경험, 노출로 

구성된 사내 및 외부 개발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팀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과 고용 간의 균형 찾기: 당사의 연구에 따르면 IT 리더는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재교육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경우를 보였습니다. 

많은 조직이 AI와 ML 등 신기술과 관련된 직종에는 새로운 인재의 

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운영의 목표 및 네트워크 혁신 단계에 따라 개발과 채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과 개발에 대한 추가 투자: 최근 IT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조직은 IT 직원을 

위한 교육과 개발에 거의 10%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4 IT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더욱 빠르고 스마트하며 보다 

나은 데이터 중심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2

3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외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보다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것이 급여와 채용 비용 면에서  
더욱 경제적이며 온보딩 비용,  
조직의 암묵적 지식 인계, 프로세스 
친숙성 등의 측면에서도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특정한 신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더 빠른 시작에 필요한 많은  
자질을 기존 직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38

― Colin Seward, Cisco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담당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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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순환 배치로 비즈니스 통찰력 향상: IT 및 비즈니스 직원이 

단기 순환 보직을 통해 근무 장소를 바꾸면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더 

넓은 컨텍스트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팀에 

순환 보직을 제공한다면 기술, 프로그래밍 기능, 비즈니스 통찰력을 

골고루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적인 업무 환경 조성: 앞서 언급된 권장사항들은 인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을 채용, 

관리, 개발,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과 포용에 우선 순위를 

두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쟁 업체보다 실적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의 조성은 경영진의 리더십과 더불어 포용적인 조직 환경 

구성에 필요한 행동 표준, 프로그램, 정책, 교육 등에 대한 헌신과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차세대 IT 조직은 일상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에 대한 ‘언행 

일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페셜리스트 레벨어소시에이트 레벨 프로페셔널 레벨 엑스퍼트 레벨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향후 출시

4 5

Cisco의 대책: 새 인재 유치 

좋은 인재를 우연히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isco에서는 IT University, Cisco 

Networking Academy, Cisco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 등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며, Cisco Veterans Program으로 기술 

경력에 관심이 있는 경력자들을 교육시키고 채용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육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Cisco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 커리큘럼 및 인증이 
빠르게 갱신되고 있습니다.37

새로운 요구 사항 충족: Cisco의 확대된 인증 서비스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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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 관련 정보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는 IT 리더, 전략가, 실무자에게 기업 전반에 걸친 네트워킹 

트렌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기술, 운영, 인재에 대한 필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Cisco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보고서에는 13개국 2,061명의 IT 

리더와 전략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설문조사의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첨단 네트워킹 기술로 전환하는 조직에게 Cisco의 리더, 펠로우, 저명한 

엔지니어가 전문가로서 제공하는 분석 및 권장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Cliff Apsey에게 이 보고서를 헌정합니다.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 보고서가 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 보고서가  
독자에게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Cliff와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원히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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