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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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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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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란…데이터센터에서 추상화되어 있는 인프라

공유 자원을 수동화 방식이 아닌 자동화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정책)에 따라 자원을 분할 , 할당하는

인프라 구성 방식 ….



Cisco Data Center Direction for S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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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 L4-7 Compute Security

1
개방형 프로그램
가능한 인프라로
구성하라

데이터센터

정책기반 SDDC를
구현하라

Self-Service Portal로
서비스 민첩성을 제공하라

7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확보하라
6

Storage

통합화/단순화2
인프라를 통합화, 
단순화 시켜라

모든 것을
보안하라

9

모든 것을
분석하라10

Edge로 정책
확산하라8

Converged Hyper-Converged

정책기반 SDDC3

IT 분석으로 서비스
시각화하라4

IT Analytic

투자 효율적
클라우드를 선택하자5

Private Cloud Public Cloud

Hybrid Cloud



Cisco Data Center Solution Map for S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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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Compute

Cisco UCSNEXUS

Converged Solution

HyperFlex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 : UCS Director

정책 기반 SDN/SDDC 구현 솔루션 : ACI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클라우드 선택/어플리케이션 이동 : CloudCenter CliQr

IT 서비스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 : Tetration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 Cloud Lock

개방형 프로그램 가능한 인프라 솔루션

Programmable 
Network

Software defined
Storage

Cisco UCS-S

Hyper-Converged

인프라 통합 솔루션

Self Service Portal : ECS [Prime Service Catalog]

IT consumption & OPEX Model : Cisco Capital Program



Cisco Data Center Solution Map for S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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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정책 기반 SDN/SDDC 구현 솔루션 : ACI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개방형 프로그램 가능한 인프라 솔루션

Programmable 
Network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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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아키텍쳐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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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로 사일로 구성

 디자인 유연성 부족

 가시성 및 통합 제어/구성 부족

전통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쳐

1
/1

0
G

E

40GE/100GE

1/10/25 GE

 Network 추상화 – ONE FABRIC

 디자인의 유연성 구현

 가시성 및 통합 제어/구성 관리 부족

패브릭 네트워크 아키텍쳐

 SDN 기반 네트워크 추상화

 디자인의 높은 유연성 구현

 컨트롤러 기반 가시성 확보

 통합 제어 및 구성

정책 기반 네트워크 아키텍쳐



네트워크 가상화 개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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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의미 네트워크 가상화 SDN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VLAN(Virtual LAN)

: L2 스위치 레벨의 네트워크 가상화

 VRF (Virtual Routing & Forwarding)

: L3 라우팅 레벨의 네트워크 가상화

 VDC (Virtual Device Context)

: 네트워크 자원의 가상화

 SDN (Software Define Network) 기반의 가상화

- 네트워크 장비의 자동 식별 및 구성

- 물리적 서버 및 가상화 서버 환경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과 인식

- 가상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의 연동

네트워크 가상화란, 전통적의미의 데이터 경로에 대한 가상화 기술에서 SDN 기반의 개방형 API 연동 방식의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방법론으로 진화 하

고 있습니다.



IT 전략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시스코의 다양한 SDN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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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Ops 자동화 툴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

 Nexus OS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API 이용

 DevOps 도구들과의 유연한 연계

- Puppet, Chef, Ansible, Bash, Container 등

DevOps 컨트롤러 개발을 위한 API 제공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중앙 집중형 관리 방식

 SDN 제어부의 개방형 REST API / SDK

 다양한 에코 시스템과의 협업 모델

 구성의 편의성, 가시성, 민첩성, 확장성 등에 초점

정책기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컨트롤러 제공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다양한 Nexus 제품군을 이용한 구성에 적합

 표준 기반 모델링 – VXLAN, BGP EVPN

 시스코 VTS / NFM / DCNM 등 개방형 관리

도구들과의 연동

물리, 논리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컨트롤러 제공

프로그래머블 패브릭

시스코는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블 패브릭, ACI 등 3가지의 SDN 구현 방법을 제공하여, 고객의 IT 목표와 전략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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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쳐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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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의 ACI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가상화를 위해 자동화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IT 민첩성을 제공하며, 높

은 성능과 유연한 확장성 및 가용성,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쳐 ACI – 민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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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구성 기법을 통해 ,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매우 빠르게 구성 배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과 그에 따른 보

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리 서버
WEB

40GE/100GE

100Mbps/1GE/10GE/25GE

물리 서버
WAS

물리 서버
DB

방화벽
L4

가상서버
WEB

가상 서버
WAS

가상 서버
DB

VMware MS OpenStack

1. 네트워크 자동 생성

2. 스위치 연결시 자동 구성

3. 기존 환경 수용

4. 물리서버 환경 수용

5. 다양한 가상화 환경 수용

[민첩성 높은 ACI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



시스코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쳐 ACI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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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서버
WEB 1.1

40GE/100GE

100Mbps/1GE/10GE/25GE

가상서버
WEB 2.2

L4 물리 서버
WAS 2.1 

가상 서버
WAS 3.1

방화벽 물리 서버
DB 4.1

VMware MS OpenStack

WEB EPG L4 WAS 방화벽 DB

ACI 기반의 강력한 보안 기법을 통해 안전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구현 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기반의 강화된 보안 기능 및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의 방화벽, IPS 등을 연동할 수 있으며, MicroSegement 기능을 통해 VM레벨 또는 IP 레벨로 격리 또는 상세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쳐 ACI –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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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기반의 가시성 확보 기술을 통해 전체 시스템 현황, 테넌트별 현황, 실시간 트래픽 위치 탐지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상화 사용 현황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성 스냅샷 및 호스트 추적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쳐 ACI –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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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기반의 SDN 정책 서버 개방형 아키텍쳐를 구현합니다. ACI 정책 서버 APIC은 Northbound/Southbound 기반의 풍부한 REST API와 SDK 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Network 제어 기술을 독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일로 구조의 IT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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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 프로세스의 수직적 구조 / 경직

LOB

“ 신규 서비스 오픈 및 증설 ”

NETWORK

스위치/L7 자원

VLAN/ACL 할당

인터페이스

STP

COMPUTE

서버 자원

서버 랙 위치

인터페이스

Teaming

STORAGE

스토리지 자원

볼륨 할당

인터페이스

Latency

SECURITY

보안 장비 자원

보안정책

인터페이스

Data Flow

APPLICATION

App 기반 설계

하드웨어 자원요청

가용성

성능



정책 기반의 IT 운경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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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정책 정의1

시스템 어프로치 기반의 솔루션: 
확장성과 보안을 겸비한 어플리케이션의 신속한 배치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관리자

개발자

APIC

2 정책기반의 프로파일
구성 3 자동화된 정책 구성

및 배포
주기에 따른 Life Cycle 
관리4

Physical 
Networking

Compute L4–L7
Services

StorageHypervisors 
and Virtual 
Networking

Multi DC 
WAN and Cloud

Nexus 2K

Nexus 7K

Integrated 
WAN Edge



ACI 네트워크 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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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SDN 정책 서버를 함께 연동하여 데이터센터 이전 및 마이그레이션을 짧은 시간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네트워

크 서비스 장비를 단순화하고 간편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22



ACI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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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 / 정책 서버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센터 구현

40GE/100GE

100Mbps/1GE/10GE/25GE

VMware MS OpenStack

40GE/100GE

100Mbps/1GE/10GE/25GE

VMware MS OpenStack

물리 네트워크와 가상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한 ACI 패브릭 아키텍쳐를 통해서, 차세대 기업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민첩성 / 가시성 / 확장성&성능

/ 보안 / 자동화&개방성 / 가용성이 보장된 네트워크 구현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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