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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통신은 모든 조직의 혈액입니다.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직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통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Webtorials1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과의 3분의 2 이
상을 통신과 협업에 보내며, 전체 근무 시간의 15%는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인 통신 때문에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러한 조사 결과는 기업들은 부실한 통신 서비스의 결과로 연간 직원 1
인당 약 11,000달러를 낭비함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인 UC(Unified 
Communications)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운영비를 절
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UC 경험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소프트웨어 정의 WAN(SD-
WAN)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WAN은 기업이 여러 이
종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원력을 강화하고, 애플리케이션별 SLA(Ser-
vice-Level Agreement)를 보장하며, 예전에는 스탠드얼론 미들박스
가 요구되던 기능들을 통합하도록 지원합니다.

Juniper® Session Smart™ SD-WAN 솔루션은 대역폭을 보존하고, 
SLA를 보장하며, 기존 트래픽의 대체 경로를 이용하고, 세션이 네트워
크를 통과할 때 완전한 가시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 솔루션
을 이용해 기업은 고유의 UC 및 WAN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
업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활동을 
개선하는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http://www.webtorials.com/content/2017/03/2017-productivity-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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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화상회의 같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과 

향상된 통화 기능 지원

과제

최신 UC는 이메일 및 채팅, 가상 
회의, 비디오 서비스, Call Con-
trol 등과 같은 통신 도구로 인해 
복잡합니다. 기존의 SD-WAN 솔
루션으로는 높은 대역폭 오버헤
드, 허브 앤 스포크(hub-and-
spoke) 설계, 낮은 성능, 고비용 
등으로 인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이 네트워크에 요구하는 수준을 충
족할 수 없습니다.

솔루션

Session Smart SD-WAN 솔루
션은 터널 프리 설계로 복잡성과 오
버헤드를 크게 줄이면서 인텔리전
트 라우팅, 신속한 페일오버, 로드 
밸런싱, 애니-투-애니(any-to-
any) 연결, 기본 제공 보안 등으로 
UC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점

• UC 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인 최
적의 경로를 이용하도록 보장 

• 터널이 필요 없으므로 통화가 
끊기지 않음

• 내재적인 로드 밸런싱을 다양
한 서비스 위치에 지원 

•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설정되
는 애니-투-애니(any-to-
any) 연결

• 모든 엔터프라이즈 통신의 보
안을 위해 제로 트러스트 및 
Adaptive Encryption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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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C(Unified Communications)

과제

첨단 UC는 텍스트 기반 통신(이메일, 채팅), 웹 컨퍼런싱(가상 회
의실,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음성 애플리케이션(전화, 음성 회
의, 보이스메일), 비디오 서비스(텔레프레전스, 브로드캐스팅), 
협업(파일 공유, 화면 공유) 등의 수많은 통신 도구와 기타 수많은 
도구 등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
해 WFH 요구가 증가하고 글로벌화, 원격 근무, 클라우드 확대로 
UC 과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킹 문제의 상당
수는 UC의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대표적으로 
대역폭 비효율, 보안 격차, 높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동시에 조직은 점점 저비용 인터넷과 기타 링크에 의존해 직원들
에게 U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링크에는 다양한 원인
으로 지연, 지터,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SD-WAN 솔루션으로는 높은 대역폭 오버
헤드,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설계, 낮은 성능, 고비
용 등으로 인해 UC 도구의 네트워크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링크의 품질이 저하되어 이 링크를 사용하는 UC 서비스가 
통화 끊김, 약한 신호, 비디오 손실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직원의 네트워크 경험 품질이 크게 저하되
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니퍼 네트웍스 Session Smart  
SD-WAN 솔루션
Session Smart SD-WAN은 터널프리(tunnel-free) 설계로 
UC의 복잡성과 경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솔루션의 일부로 주
니퍼 Session Smart Router가 브랜치와 데이터센터 로케이션
에 구축됩니다. Session Smart 라우터는 네트워크 경로를 모니
터링하여 경로 간의 다양한 성능 지표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해
당 시점에 엔드포인트로 향하는 최상의 경로를 통해 UC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UC 서비스 딜리버리는 터널 없이 수행됩니다. 터널을 제거함으
로써 애플리케이션 SLA, 즉각적인 장애 조치, 효율적인 딜리버리
를 위한 세분화된 Qo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역폭을 30-
50% 절감할 수 있어 혼잡이 개선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식별을 통
해 다른 트래픽보다 비디오 및 음성 세션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
록 보장합니다.

주니퍼 Session Smart SD-WAN 솔루션은 FIPS-140-2 및 
ICSA 기업 방화벽 인증을 받았으며, 모든 엔터프라이즈 통신의 보
안을 보장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따릅니다. 아울러 유연
하고 동적인 세그멘테이션은 다양한 UC 서비스를 위한 탁월한 정
책 관리를 보장하고, Adaptive Encryption은 이중 암호화를 막
아 리소스를 절약합니다.

1

유선전화

UC(Unified Communications)

화상회의 인스턴트 메시징

보이스 메일 모바일 이메일

팩스 소셜 네트워크 소프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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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ession Smart SD-WAN의 기능 및 이점

UC를 위한 네트워크 요구사항 기존 WAN 및 레거시 SD-WAN Session Smart SD-WAN

인텔리전트 라우팅 • 트래픽 경로를 선택할 때 링크의 요구, 용량 및 성능을 고
려하지 않습니다. 

• 레거시 SD-WAN 컨트롤러는 일차원 사전 설정 조건으
로만 터널에 해시됩니다. 

•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별 SLA가 충족되지 않아 결국 UC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 네트워크의 모든 경로를 모니터링합니다. 
• 지연, 지터, 손실, MOS(Mean Opinion Score), 링크 

로드, 서버 로드 또는 경로 비용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UC 
서비스의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UC 서비스가 최적의 네트워크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페일오버 • 백업 터널을 구축해 항상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확장성이 저해됩니다.
• 런타임 터널 재구축이 느려져 통화 끊김이 발생하고 사용

자 경험이 나빠집니다.

• 터널이 필요 없습니다. 
• 따라서 백업 연결을 활성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비

용이 절감됩니다.
• 터널 구축 시간이 필요 없어 페일오버가 항상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통화 끊김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드 밸런싱 • 로드 밸런서로 서비스 체이닝이 필요해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 탄력적 변경은 액세스 제어 목록(ACL)과 함께 에지 디바
이스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동 설정이고 긴 시
간이 필요하며 휴먼에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자체 로드 밸런싱을 다양한 서비스 위치에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분산된 데이터센터, 재해 복구 및 클라우드 버

스팅(cloud bursting)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인 로드는 통화 로드를 항상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애니 투 애니 연결 • 많은 수의 터널을 유지할 수 없어 허브 앤 스포크(hub-
and-spoke) 설계로 이어집니다. 

• 이는 트래픽 트롬보닝(tromboning), 비효율적인 경로 
이용, 높은 지연 시간을 유발합니다. 

• 패킷 비용이 높으면 대역폭 사용이 더욱 늘어나 혼잡과 성
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설정되는 애니-투-애니(any-to-
any) 연결을 활용합니다.

• 따라서 결국 트롬보닝(tromboning) 없이 최적의 경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터널 없는 딜리버리는 효율적인 대역폭 이용과 탁월한 
QoS를 보장합니다.

내장형 보안 • 경계 보안에 의존해 BYOD 및 원격 사용자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 제로 트러스트 보안 및 적응형 암호화는 모든 엔터프라이
즈 통신의 탁월한 보안을 보장합니다.

그림 2: 주니퍼 Session Smart SD-WAN을 통한 UC(Unified Communications) 

UC 세션이 Session Smart SD-WAN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경
로로 마이그레이션되면 성능 저하나 페일오버가 발생하는 동안 지
연이 없어 통화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또한 로드 밸런싱, WAN 
최적화, 방화벽 등의 통합 기능으로 미들 박스를 제거할 수 있어 네
트워크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이와 함께 동적인 글로벌 정책이 탄
력적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Revation Systems, ConvergeOne 같은 주요 UC(Unified 
Communications) 프로바이더는 Session Smart SD-WAN
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탁월한 솔루션을 최종 고객에게 제공했습니
다. 이 솔루션은 Ribbon Communications, AudioCodes 같은 
여러 통신 솔루션 프로바이더와도 통합되어 검증을 거쳤습니다.

기능 및 이점

Session Smart SD-WAN 솔루션은 최신 UC 서비스 요구를 만
족시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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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요소

주니퍼 Session Smart SD-WAN 

주니퍼 Session Smart Router

요약 - Session Smart SD-WAN을 통한 UC 및  
직원 경험 향상
오늘날 기업에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비즈
니스 활동과 직원 활동을 지원하는 UC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최
적의 경로를 이용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네
트워크의 모든 세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갖춘 우수한 수준의 
Qo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ssion Smart SD-WAN은 필요
할 때마다 기업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첩한 네트워크
로 직원들에게 최고의 U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주니퍼 Juniper Session Smart SD-WAN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주니퍼 어카운트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www.juniper.
net/kr/ko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니퍼 네트웍스에 대하여
주니퍼 네트웍스는 세상을 연결하는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간소화합니다. 주니퍼는 엔지니어링 혁신을 통해 클
라우드 시대에 네트워킹의 복잡성과 제약을 없애고 고객과 파트너
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습
니다. 주니퍼 네트웍스는 네트워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보 공
유와 인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원이라고 믿습니다. 주니퍼는 혁
신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의 속도에 
맞추어 확장 가능하고 자동화된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