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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비지니스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



시스코의 SD-WAN은 다음의기능에집중합니다.

SD-WAN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속도향상및최고의보안성제공

Multi-cloud Analytics & 
Assurance

• 글로벌클라우드사업자와최고의
파트너쉽및솔루션제공

• 어플리케이션최적화및 Clou
Networking 제공

• 사용자에게 Cloud로 가는
End�to�End�Visibility�제공

• AI/ML�서비스분석솔루션제공

• Umbrella�및 SIG�등
시스코통합보안솔루션

• 최고의클라우드보안솔루션제공

SASE



최적경로선택을통한어플리케이션성능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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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솔루션을 40%�이상 속도개선시킬수있습니다.

IaaS

SaaS





시스코 SD-WAN은 압도적인Market�Share가 증명하는 “Global�#1”의 Market�Leader�솔루션

*�40.4%�CAGR��|��$5.25B�Market�by�2023
*�일반기업은직접구매보다MSP(Managed�Service�Provider)를선택

*�2020 Managed�Services�SD-WAN�시장 약 $2,500M

(70%�Telco,�30%�Non-Telco�Providers)

압도적인글로벌Market Share : 40%



시스코 SD-WAN�국내 및 해외에가장많은레퍼런스를보유하고있습니다.

• IDC,�Dell�‘Oro,�Gartner�기준 #1 Market�Share�보유
• 30,000+�이상의 고객사용
• Fortune 100 대 기업의 70% 사용중
• 국내가장많은레퍼런스및단일사업장 300대 이상의구축노하우보유





회선과라우팅시장이변하고있다!!
SD-WAN



센터
(vManage/vSmart/vBond)

오케스트레이션
중앙모니터링및관제
정책설정및라우팅

MPLS

Internet

A지점 B지점

SDWAN�Controller

vEdge 지점 장비

vEdge 센터

vEdge 지점 장비

효율적인비용 어플리케이션품질향상 운영의간소화 가시성향상 통합보안제공



동일한비용으로더욱많은회선 B/W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운영과 구축을매우쉽게할수있습니다.

네트워크에무슨문제가있는지가시성이향상됩니다.

지점을 위한통합보안솔루션을제공합니다.

멀티 클라우드환경에서최적의연결성을제공합니다.



MPLS�vs�VPN�vs�SD-WAN�비교





• BFD(Bi-direction Fault Detection)를 통한
장비 종단간 터널상태 및 품질 측정

• 장비에 내장된 DPI(Deep Packet Inspection)
엔진으로
사용자 트래픽을 Application 수준으로 분류

BFD (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

• 회선 상태 및 품질에 따라 Application 별 트래픽에 대한 최적 경로
및 우회 경로 제공

• 업무 중요도별 트래픽 경로 최적화 및 차등화

• 회선 상태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화상회의, Voice)에 대한 즉각적인
우회 경로 제공

회선유효성및품질에따라최적화된경로이용 (Application Aware Routing)



SD-WAN은 클라우드접속을위한접속관문(onRamp) 제공

클라우드 사업자 마켓스토어
SD-WAN�장비 구축 됨

Cloud�onRamp�for�Colo

추가 장비 없이, 앱 성능 지표를
기반으로 최적 경로 제동

Cloud�onRamp for�IaaS

거점 DC 내 Cisco�SD-WAN�
패브릭을 확장하여

Cloud�IaaS�/�SaaS 연결

Cloud�onRamp for�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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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업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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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D-WAN�Cloud�onRamp for�SaaS

DIA Direct Internet Access 

경로 품질 측정 probe

최적 품질 제공 Path

Quality Probing

Secure 
SD-WAN
Fabric

Cloud onRamp for SaaS

O365 트래픽 인지 및 분류 함에 따라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에 대한 별

도 Routing 정책 적용 가능
VQoE(Viptela Quality of Experience) 수치를 지속
모니터링 하여 통해 자동 최적 경로 선정

SaaS Application 트래픽 경로 최적화, 정책화 가능
- 다중 경로에 대해 상시 품질 측정 및 수치화 (인터넷 경로 및 데이터센터 경로의 품질 등)

- 수치화 데이터를 통해 최적 품질을 제공하는 경로를 자동 선정
- 특정 SaaS 트래픽 인지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Application 경로 지정 가능

[MS O365 Application 인지 예시 ]



SD-WAN을 통해 클라우드를포함한보안의사각지대해소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1400개 이상의 L7 어플리케이션

분류

IPS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ORT IPS 

엔진 사용

URL-Filtering
82개 이상의 웹카테고리를 이용한

웹 평판 스코어

단순화된 클라우드 보안
간편한 Cisco Umbrella 적용

Adv. Malware Protection*

File Reputation 및 Sandboxing

FWIPS

URLAMP
Umbrella�SIG

Secure
SD-WAN Fabric

Branch Data Center

Internet

SaaS IaaS

DNS
CD
FW

SWG



• 지점의 인터넷 접속 및 보안 솔루션이 필요시

• Viptela 하나로 라우터,�VPN,�방화벽,�UTM�등 추가 비용 없이 통합 솔루션

제공 (Umbrella,�URL�Filtering)

•국제 및 국내 전용선에 대한 비용 절감이 필요시

•전용선 대역폭 줄이고,�인터넷 회선을 사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회선 대역폭은

증속,�어플리케이션 별 회선 사용

•회선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 이슈가 많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사용량,�회선의 상태 및 품질 체크 가능 (vManage,�vAnalytic)

•클라우드 서비스 (Office�365,�화상회의,�VDI�등)의 품질 개선 필요시

•어플리케이션 별 회선의 실시간 품질을 체크하여 최적의 경로 자동 설정

지점통합보안솔루션

어플리케이션품질향상

회선비용절감및효율화

WAN�인프라 분석툴

•도입 원가 절감 및 중국 Great�F/W�우회 솔루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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