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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네트웍 스위치 벤더에서

Sr. Network Engin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네트웍을 디자인하고, 미

국 본사 데이터센터 네트웍 및 글로벌 WAN 네트웍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1998년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다니

던 회사가 미국 최초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인 PSINet에 매각 되었습

니다. 이때 PSINet의 네트웍 엔지니어들은 인터넷 태

동기에 미국 인터넷 백본을 설계했던 사람들이었습

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어떻게 설계했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을 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미국에 가서 반

드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

니다.

이런 꿈을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미국에 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꿈은 2007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Q: 해외 취업의 비결을 공유해 주세요.

A:특별한 비결이 있기 보다는 오랫동안 (8~9년) 미국

에 가겠다는 생각을 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외국

계 회사도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

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

으로 실행에 옮겼고요. 항상 포기하지 않고, 10년 이

상 도전한다는 각오로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영어는 어느 정도해야 취업과 해외 근무가 가능할

까요?

A: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되어야 취업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국 답게 참 다양하다

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T 분야라도 프

로그래머나 디자인과 같은 직종은 기본 영어 회화 정

도 수준만 되어도 가능할 수도 있고, 고객을 상대하

는 Consulting Engineer, Pre-Sales Engineer 들은 상

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상대방이나 직속 매니저가 지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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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알아들어야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취 능력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알아 들어야 Yes, No 라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한국 성인들은 영어 리딩에 대한 부분은 충

분할 것 같고, 영어 청취에 대한 부분과 말하기 연습

을 늘리셔서 해외 취업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결이 있다면 공

유해 주세요.

A: 영어 공부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서 태어나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의 대상입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비법서들을 탐독한 것 같습니다. 아마 100권도 넘을

듯 합니다. 그냥 책 1권을 잡아서 100번을 읽었으면

훨씬 더 영어 실력이 향상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웃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겠다는 생각만

하거나 영어 학원 1-2개월 다니다 포기하고, 문법 공

부했다 토익 공부했다 갈피를 못잡고 있다가 어느 순

간 ‘아, 이래선 안돼겠구나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곤, ‘1년만 영어 학원에 꾸준히 다니고 나서, 내

자신에게 난 노력했어도 안됐어'라고 말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회사 출근하기 전 아침 7-

8시에 영어 학원에서 한 시간 (실제론 50분) AFKN 

청취 과정을 1년 동안 수강하였습니다. 결국, 목표로

했던 1년을 채웠을 뿐 만 아니라 재미가 붙어서 결국

1년을 더 다녀서 대략 2년 정도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제 영어 실력의 80%을 향상 시킨 원동력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약 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이 영어 배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

다. 미국에 오면 영어가 저절로 늘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최소 고등학교 정도 시

절에 온다면 모를까, 성인이 되어서 오는 경우라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리스닝을 향상 시킬 수

는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한국 보다 못한 영어 환

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 한인타운의 경

우, 영어 한마디 못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

입니다.

요즘은 미국 드라마 (미드), 뉴스 등 수 많은 영어 컨

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본인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해외 영어 연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영어 학원이나 미드를 통해서 청취

실력을 쌓기를 권해 드립니다. 일단, 귀가 뚫리면 말

도 하게 되고 다른 부분의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물

론, 가장 좋은 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병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와 함께 듣는 것으로 그

냥 끝내지 말고 듣었던 스크립트 (문장)를 집에서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

어 공부에서 ‘큰 소리로 읽기 (따라하기)' 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많은 영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

견입니다.

Q: 어떤 기술과 자격 (자질)이 필요할까요?

A: 미국에서는 Job Description에 써있는 그대로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분야에서 유명한

기업들의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에서 5~6개를 샘플

링하여 공통되는 자격이나 자질을 발견하고, 자신을

이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건에 맞게 이력서도 수정

하고 인터뷰도 그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어라는 기본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Native 미국인들 보다 기술적

으로 우위를 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입니다.

Q: 영어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영어 이력서는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T 분야 해외 취업 성공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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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력서가 통

과가 되어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

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력서는 판이하게 다른데, 특

히 시간 순서가 미국은 최근 직장(시간) 부터 기록을

하고 과거로 내려갑니다. 영어 이력서는 크게 Key 

Qualification, Professional Career, 

Education/Certification 순서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이력서에 관한 방법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의 책을 소개하니

참고 하셔서 자신의 영어 이력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

랍니다.

‘ACE the IT Resume: Resumes and Cover Letters to 

Get You Hired’

IT 전문 분야에 대해서 Cover Letter (자기 소개서)와

Resume (이력서)를 Developer, System/Network 

Engineer 등 직군별로 샘플 이력서가 아주 잘 정리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력서든 한글 이력서든 분기 혹은 반

기 단위로 업데이트 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력서에 적을 것이 없으면 너무 일상적인 일만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자격증 등 자기계발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이력서 작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 기업에서 공고한 Job Description에 맞추어 다르

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영어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해외 취업에서 영어 인터뷰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

다. 미국에서는 인맥도 없을 뿐더러, 영어라는 핸디

캡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는 수 밖

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부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군데 지원해 보

면서 감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100군데 이상 지원한다는 각오를 하고, 지원하고 인

터뷰하면서 미국의 인터뷰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

다.

경력직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

통 경력이나 프로젝트 위주로 물어보지만, 미국의 경

우 1차 인터뷰로 기본적인 기술 지식에 대한

Screening (필터링)을 합니다. 즉, 10년 이상의 경력

이 있는 엔지니어와 인터뷰를 하더라도, “TCP, UDP, 

IP Address가 뭐냐?” 하는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됩니

다. 처음에는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했

는데.. 나중에는 이런 절차들이 미국의 기본적인 인

터뷰 프로세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야 워

낙 인종이나 수준이 다르니, 이런 시스템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1차 인터뷰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Face-to-Face Interview 보다 커뮤니

케이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지 않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적은 종이를 놓고 보

면서 읽어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서 해당 타이틀에 해당하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검색해서 답변을 미리 만들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족보에 해당하는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모

아놓은 http://www.allinterview.com/ 와 같은 사이트

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회사마다 질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

에 가장 중요한 힌트는 해당 회사에서 공고한 Job 

Description에 있으니, 이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

서 이력서나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글래스도어 같은 사이트는 각종 회사의 인터뷰

실제 후기를 실제 인터뷰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사이

트이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http://www.glassdoor.com/Interview/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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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터뷰를 하든지,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인터뷰

를 본 사람에게 이메일로 follow-up letter를 반드시

보냅니다. 보통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날 까지는 보

내는 것이 좋습니다. Follow-up letter에는 인터뷰에

서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혹은 지원하는 회사와

포지션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

습니다.

1차 Phone 인터뷰에 합격하면, 보통 2차는 Face-to-

Face Interview를 보게 됩니다. 1차 Phone 인터뷰의

경우, 큰 회사는 아웃소싱을 해서 다른 회사에 맡기

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회사는 보통 매니저급에서

하기도 합니다. 2차 대면 인터뷰는 하루에 몰아서

1~3회를 많게는 4~5회 까지 보기도 합니다. 4시간

이상 사람이 인터뷰어가 바뀌면서 계속 인터뷰를 보

는 것 입니다. 대면 인터뷰시, HR 부서에서 대략 어

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실

무 부서 매니저가 인터뷰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

니다. 그 후에 실제로 같이 일할 동료와 인터뷰를 합

니다. 2명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대일로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 인터뷰시에는 실제 같이 일할 동료들이 인터뷰

를 하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즉, 보통 인터뷰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술

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라우팅 회사라면

OSPF, BGP 등 라우팅 질문 위주로 할 것이고, 스위칭

회사라면 STP 등 L2 기술 관련 질문을 주로 할 것이

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에는 묻

는 말에만 답변하지 말고, 플러스로 실제 자신의 경

험이나 Case Study를 첨언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BGP가 뭐냐, 설명해 봐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

우를 예로 들면, iBGP와 eBGP가 있고, AS number가

필요하고, Split Horizon 등 이슈가 있다 등등 기본적

인 답변을 하고, 추가로 “나는 2개의 ISP를

Multihoming으로 연결해서 구현해 보았고, 이런 저

런 이슈가 있어서 트러블슈팅도 해보았다.” 고 하면

실제 이 친구가 경험이 있구나, 기술력이 있구나 하

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하듯이 장황

하게 떠벌리진 말고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해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

다면 무엇일까요?

A: 미국 직장이든 한국 직장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직속 상관에 따라서

도 많이 차이가 날 것이고요. 아마 미국에서 엔지니

어로써 좋은 점이라면 나이 먹고도 - 40세 넘어서도

- 눈치 보거나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직장 생활

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나이 35-

40살 넘어서 매니저를 하지 않고 순수 엔지니어로

남아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한국은 그래도 끈끈한 정이 있고,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경우, 새해 첫 출근에 7~10년 근무한 사람도 그날 바

로 통보하고 해고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래도 미리 얘기도 해주고, 그동안 근무했던 정이

있으니 술 한잔 기울이면서 수고했다고 위로라도 해

주겠지요. 미국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해고가

가능한 곳 입니다. 

Q: 미국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미국은 땅떵이가 넓고 참 많은 지역이 있지만, 한

국 사람이 살기에는 아무래도 서부 (캘리포니아, 시

애틀 등)와 동부 (뉴욕, 뉴저지 등) 두 지역이 job에

대한 수요도 많고 살기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T 

기술쪽이나 인맥에 더 신경을 쓴다면 아무래도

IT 분야 해외 취업 성공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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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지역을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경

쟁도 치열한 단점이 있으니, 역발상으로 엔지니어 뽑

기가 힘든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미국도 학연, 지연, 나이 등을 따지는지요?

A: 어느 나라에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 등 특정집단의 경우 그들만의 학연, 지

연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경

제논리가 최우선 결정 요인이 됩니다. 즉, 채용 인력

이 돈버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출신성분을 따

지지 않고 보통 채용합니다. 한국은 학연, 지연, 나이

를 많이 따지는데 미국은 보통 레퍼런스 (추천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강도 높은 인터뷰를 통

해서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는 사

람 (지인)를 통해서 입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장려하며, 심지어 Referral Fee (소개비)라고 해서 본

인이 소개를 해서 입사하면 보통 $500~$3,000 정도

의 소개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

인을 통한 소개가 아주 중요하며, 프로페셔널 인맥관

리 사이트인 LinkedIn.com 의 프로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LinkedIn을 통해서 리쿠르

터 (헤드헌터), HR 에이전트들이 프로필을 보고 연락

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LinkedIn을

통해서 입사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식으로 입사 지원을 해야 하는지요?

A: 보통 온라인 리쿠르팅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검색

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www.dice.com, www.indeed.com, 

www.monster.com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www.linkedin.com 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job 공지를 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

맥이 지원하는 회사에 근무하는지도 표시를

해주어서 reference (추천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을 바라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있을때 제가 아는 지인 CCIE

들 10명 중 5명 이상은 해외 취업을 꿈꾸거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저를 포함한 일부는 현재 미

국, 일본, 호주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네트웍 (엔지니어) 직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젊을

때 일수록 해외 취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취업의 경우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비자 (체류) 

이슈가 커서 상대적으로 일본, 호주 등 APAC (아태) 

지역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력 및 나이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준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대학생인 경우: 중도에 휴학을 하거나 졸업 후에 미

국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 혹은, 커뮤니티 칼리지

등을 통해서 미국에 학생 비자로 온 후, 영어 등을 충

분히 익히고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유수 대학 출신이 아닌데, 이렇게 미국

에 와서 4-5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상당한 연봉

을 받고 있는 후배 네트웍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제

가 만약, 대학 다닐 때 미국 취업의 꿈을 품었다면 분

명히 이렇게 도전했을 것 입니다.

IT 분야 해외 취업 성공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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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네트웍 엔지니어 (직장인)인 경우: 

1)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Internal Transfer (내부 전근)

대부분의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쉽게 미국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여 한국에

서 근무를 먼저 하고, 미국에 Internal Transfer (내부

전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써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

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렇게 해서 현

재 미국 본사의 유수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그 분이

말하길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취업하려고 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현

지에서 바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 미국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주재

원으로 파견을 옵니다. 보통 2~5년 정도 기간으로 오

지만 미국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아이들이 미국 학

교에 적응하여 한국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 미국 현

지 기업에서 취업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물론, 이렇게 주재원으로 파견 나오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불가능은

없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APAC (아태) 지역에서 미국으로:

상대적으로 체류나 영주권 취득이 쉬운 싱가폴, 호주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먼저 취업을 한 후에 미국 본

사로 다시 Internal Transfer (내부 전근)를 하거나, 현

지에서 쌓은 영어와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

여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4)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 문제가 미국 보다 상

대적으로 덜한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 미국으로 넘어

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에만

IT Job이 많고 미국에 비해서 Job 시장 자체가 작은

만큼, 신중히 준비를 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 인턴 등을 통해서 제2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

정식으로 취업하지 않고, 먼저 인턴을 통해서 무보수

나 최소한의 보수만 받고 먼저 인턴으로 들어간 한

후에 정식 직원으로 미국 현지에서 도전을 해보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많은 경우 신입으로 시작

을 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나 경력이 짧은 경우에 도전을 해볼

만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해외 취업 전문 리루르팅 전

문회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

다.

어떤 경우든, 미국 취업의 경우 체류 문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

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분명 어느 곳, 어

느 때건 그 기회가 반드시 올 것 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다고 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에선 나

이를 따지지도 않고 40-50 넘어도 동양인은 젊게 보

여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취업을 마음

에 품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준비해야 하

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성

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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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Static Routing Protocol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nternet_Router 설정

- ip route 0.0.0.0 0.0.0.0 serial 1/0

-ip route 172.16.1.0 255.255.255.0 fastEthernet 0/0

■ Inter_Router 설정

-ip route 0.0.0.0 0.0.0.0 fastEthernet 0/0

다시한번 Routing table을 볼까요?

■ Internet_Router 설정

Internet_Router# show ip route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S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10.0.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0.1.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C  192.168.1.0/24 is directly connected, Serial1/0

S*  0.0.0.0/0 is directly connected, Serial1/0

Static route 알고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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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경태 원장 (넷트레인)
넷트레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인교육센터 수
준의 교육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Static Route 알고 쓰시나요?

오늘은 그 어려운 'static route' 입니다. 한국어로는

고정되었다고 해서 '정적 경로'라고 합니다. 'static 

route'는 너무 쉽다고요? 그럼 다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두개의 Router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직 Routing Protocol을 구동시키지 않은 상태죠.

Routing table을 한번 볼까요?

■ Internet_Router의 Routing table

Internet_Router# show ip route

10.0.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0.1.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C  192.168.1.0/24 is directly connected, Serial1/0

■ Inter_Router의 Routing table

Inter_Router# show ip route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1/0

10.0.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0.1.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Static route 알고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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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_Router 설정

Inter_Router# show ip route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1/0

10.0.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0.1.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S*   0.0.0.0/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이제 상호간 통신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네요. 이

제 Ping을 실행해 볼까요?

Internet_Router#ping 172.16.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72.16.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3/76 ms

성공했습니다......... 이게 다냐구요? 이게 다면 네트워

크 기초겠지, 심화겠습니까! ^^

자 Routing table에 어떻게 나오나요? 잘 보세요.

Internet_Router에서 자세히 보면

[S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0]

directly connected 라고 나오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왜 그럴까요? 

State route를 설정할 때 Outgoing Interface를 설정

했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Router는 해당되는 Interface에 해당

Network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지 오해를 하는거죠! 

즉, Internet_Router는 172.16.1.1로 Packet을 전달하

기 위하여 'FastEthernet 0/0'으로 ARP을 보내게 됩

니다. 그 ARP는 건너편 Network인 172.16.1.1에 도

달할까요? 당연히 도달하지 못하죠...

그럼 왜 Ping이 성공하는거죠?

그것은 Router는 기본으로 fastEthernet interface에

Proxy-arp 기능이 동작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Network 정보에 대해서 대신 ARP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disable하면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Inter_Router(config)# int fa0/0

Inter_Router(config-if)# no ip proxy-arp

이제 다시 Ping을 쳐 볼까요?

Internet_Router#ping 172.16.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72.16.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28/64/132 ms

헉! 성공하네요. 그건 ARP table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tatic route 알고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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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 table을 지우고 Ping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시죠.

Internet_Router#clear arp

Internet_Router#ping 172.16.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72.16.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0 percent (0/5)

Internet_Router#

.

Ping이 안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보안

문제때문에 Proxy-arp을 disable하는 회사가 많이 있

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outgoing interface로 static 

route를 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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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안녕하세요?

신입 엔지니어 여러분 오늘도 멍하니,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계신가요? 선배 엔지니어들은 구축하랴, 

장애처리 하랴, 옆에서 바쁜데 나는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기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모두들 나도 빨리 사이트에 나가

서 화려하게(?) 커맨드 쫘아아악 치면서, 고객들에게

실력을 보여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비 구축

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장애 처리 하는 것 만큼 중

요한 것이 있죠. 바로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서 관련 작업입니다.

문서 작업은 형식적인 것일 뿐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도 있지만, 결국 모든 프로젝트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납니다. 사실 ‘체계적으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는 매뉴얼 같은 자료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짜집

기하고, Copy하고, 추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

만의 Know-How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지요.

결국, 문서 작성 실력이 늘려면 무조건 부딪혀서

PowerPoint/Excel/Word와 외롭게 홀로 싸움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입 엔지니어 분들께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는 Tip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네전따

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글을 통

해 과연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문서를 접하

게 되는지 되는지, 그리고 각 문서에 대한 간략한 개

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순서는 프로젝트 진행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업체의 일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프

로젝트 마다 생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아 대충 이

런 식으로 돌아가는군!’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1.영업 사원의 프로젝트 런칭 → 2.제안서 작성

→ 3.프리젠테이션 →  4.데모 또는 BMT

→ 납품/구축/검수 → 5.유지보수

--------------------------------------------------------

1. 영업 사원의 프로젝트 런칭 – 관련 문서 :

RFI 와 RFP

영업 사원이 고객으로 부터 특정 기능에 대한 솔루션

제안을 요구 받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엔지니어와

대동하여 고객을 만납니다.    최초 협의가 되는

글쓴이 : 하성호 과장 (링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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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요. 이때 엔지니어는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장비 또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며, 가

능한 자사에서 취급하는 솔루션으로 설명을 드립니

다. 이런 협의 없이 그냥 제안서부터 써야 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 사원으로부터 프로젝

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

야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런칭 시 RFI/RFP 관련한

문서 작업이 발생합니다.

(1) RFI (request for information) :

사전 정보 요청서

고객들이 계획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

한 세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객들이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정보 제공 요청서 입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선(물론 제가

이번 연말정산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를 든 것

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하고자 합니다.개선 중점

사항으로 서버 쪽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L4~L7스위

치와, 서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구현

하기 기능 및 스펙을 고객이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업체들에게 RFI를 요구함으로써, 필요한 기능과

장비 성능/종류에 대해 사전 정보를 수집하게됩니다.

업체들은 자신들의 보유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내역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지요.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고객은 이를

통해 업계의 흐름, 장비의 종류/장단점, 대략적인 가

격 정보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RFP라

는 제안 요청서를 정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RFI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이 프

로젝트 수주를 위한 첫 단추가 됩니다. 즉, 자신들만

의 고유 기능을 포함시킨 RFI를 고객에게 어필 시키

면, 제안 요청 단계에서 경쟁사 장비를 제외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보통 ‘RFP 알박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핸들링 하시는 자사 장비의

벤더에 요청하시면 알박기용 문서를 보내 줄 것입니

다. 그 받은 문서에 장비 성능 관련한 수치만 고객사

망 수준에 맞춰서 추가 및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끝입

니다.

(2) 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 요청서

흔히들 엔지니어들이 RFP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RFP는 고객이 작성하는 것이며 우리

는 고객이 RFP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

RFI(위에서 설명)를 작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RFP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고객은 업

체가 제출한 RFI를 통해 필요한 기능/성능을 명확히

자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으니, 정식

으로 업체들에게 입찰을 띄워서 제안서를 받고 업체

를 선정해야 하겠죠? 이때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

한 상세 내용을 명시한 공식 문서가 바로 RFP(제안요

청서) 입니다. 이 RFP를 바탕으로 업체들은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큰 프로젝트의 경우 RFP 분석 작업만

으로도 수일이 걸릴 만큼 RFP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RFP 에는 프로젝트의 배경/목적, 예산, 현재 구성, 향

후 구성, 요구 기능, 제안서 작성/제출 및 입찰 방법, 

기타 계약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엔지니어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기술 요구 기능 쪽입니다. 왜냐하면, 

RFP에 명시된 요구 기능을 자사의 장비가 만족하느

냐 못하느냐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하느냐, 못하

느냐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영업 사원이 RFP를 던져줬다는

의미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1차적인 검토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렇다고 안되는 기능을 된다고 억

지로 참여했다가는 프로젝트 안하느니만 못하는 경

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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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 관련 문서 : 제안서

자 이제 RFP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제안

서를 작성해야겠죠? 제안서 잘 쓰는 것도 엔지니어

의 중요한 역할 입니다. 제 경험상, 내용도 중요하지

만, 작성 속도+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

니다. 보통 SI제안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

됩니다.

제안개요 : 프로젝트의 배경/목적, 구축 방안에 대한

간략 소개

회사소개 : 제안 업체의 연혁 / 주 사업 분야 / 

인력 현황 / 주요 사업 경험 등

사업수행방안 : 수행 인력 / 일정 / 

실제 기술적인 구성 방안 / 장비 소개 등

사업관리 : 유지보수 방안 / 산출물 관리 /

기술 이전 방안 등

기타 : 추가제안 또는 기타 필요한 부분

물론 위의 내용들이 RFP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 목차

에 따라 재배치도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RFP에 명시된 모든 요구기능에 대해 빠

짐없이 제안서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특히 기

술적인 구성 방안이나, 기능/장비 스펙에 대한 부분

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만 합

니다.

이 제안서가 향후 프로젝트 수주 후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안서에 지원 가능하

다 해 놓고서는,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RFP 문서와 작성 중인

제안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RFP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조견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제안서는, 작은 경우 수십Page 부터 큰 경우에는 수

백 Page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엔지니어는 내용에

충실하고, 이후에 오타나 디자인 / 배치 등은 마지막

에 최종적으로 수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수많

은 Page를 백지에서 작성을 하느냐? 하고 궁금해 하

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에 작성해 놓은 타 사업 제안서 내용을 현재 프

로젝트 RFP에 맞게끔 수정/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실

제 기술 지원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러

한 방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Copy/Paste 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때 여러가지 자료를 짜집기 해서 수

정해서 보기 좋게 제출 레포트를 포장하는 꼼수가 이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 그렇게 교

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Copy/Paste를 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중요한 내

용들은 백지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작성이 되어

야 하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신입 분들은 실제 내용 설계 보다는 프로젝트관

리자(PM)의 지시 하에, 단순 Page 채우기부터 시작

해서, 오타 정리, 페이지 확인, 인쇄 등 Support 에 주

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검토와 수정 등

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제안서는 제안서 제

출일에 가격정보를 밀봉한 봉투와 함께 고객사 입찰

부서에 제출됩니다. 이제는 제안발표(프리젠테이션)

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프리젠테이션 – 관련 문서 : 제안요약본

제안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고객 및 평

가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일반적

으로 제안서 제출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일정이 잡히

게 되는데 제출한 수백 장의 제안서와 함께 발표를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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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요약 자료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 때, 수백 장

의 제안서 원본보다는 이 요약본에 대한 내용 과 발

표 수준을 통해 주요 평가 배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 (15~20분)내에 제안서의 주요 내

용을 모두 표현하고 발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안 요

약서는 수십 페이지 내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Know-How / 장점 / 철학 등이 고스란히 녹

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요약본은 제안서 작성 시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제안 전략 + 전략에 대한 세부 실행 방

안을 뼈대로 실제 발표자가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

션을 진행할 수 있게끔 문서가 구성되어야 하며, 실

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화면에 띄우는 문서인 관계

로 오타+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찌보면 제안서 원본 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하는 문서가 바로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이 요약본 자료입니다.

4. 데모 또는 BMT – 관련 문서 :

BMT 시나리오 및 결과보고서

데모 및 BMT는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여

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BMT가 진행이 된다면 이 부

분이야 말로 엔지니어의 기술적 능력이 가장 발휘되

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실제 납품/구축/검

수 단계보다 훨씬 더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

면, 아직 구매가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

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경쟁사보다 기술적인 우수성

을 고객에게 어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경쟁업체간 같은 날 한 장소에서 BMT 하는 경

우가 있는데, 분위기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당 장비에 대해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

다. 엔지니어로써 가장 빠른 머리회전과 대화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데모 또는 BMT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숙

련된 엔지니어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서도 문서 작업이 필요할까요? 불행하게도(?) BMT 

관련 시나리오 작성 및 결과 보고서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1) BMT 관련 시나리오

사실 최종 BMT 관련 시나리오는 고객이 작성하는 것

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BMT 참가 업체들로부

터 BMT와 관련한 자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업체

들이 해당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RFP에 명시된 기능부터 비록 명시 되지는 않았지만

타사 대비,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장비 기능들을 포

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성능 부문과 기능 부

문으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능 : 장비의 Throughput, Session 처리량 등 RFP에

명시된 성능 확인을 위한 내용

기능 : 장비 종류에 따른 고유 기능 , 관리 기능 ,

기타 장비 강점 항목

(2) BMT 결과 보고서

BMT 시나리오에 의거한 모든 결과 자료를 정리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체들이 해당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고객들이

BMT 평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며, 

장비 선정에 있어서 기술 평가 점수에 반영하게 됩니

다.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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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구축/검수 - 관련문서 :

납품 확인서 작업(구축)계획서, 검수확인서

이 단계까지 오면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영업도

그렇고 고객 담당자도 그렇고, 이제 구축만 하면 되

니깐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만일

납품/구축/검수 각 단계별로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잘 안되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그때부터

담당자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영업 사원은

땀흘리면 영업 스킬을 발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엔지니어 바꾸란 소리도 나옵니다. 심하면 반품 사태

까지 일어날수도 있죠. 신입 엔지니어들은 이 부분에

서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수와 대동해

서 케이블링부터, 장비 마운트, 담당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구축, 장애 대응까지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납품 확인서, 구축결과 보고서, 검수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1) 납품 확인서

납품되는 장비들의 리스트(종류/수량 등)에 대한 확

인 문서 입니다. 장비 뿐이 아니라, GBIC,케이블 등

부수 기재 등도 포함되니 신경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보통 장비 납품 일에 리스트를 함께 가지고 가서, 고

객 입회 하에 직접 장비를 개봉하면서 하나씩 확인

하게 됩니다.

일단 납품 확인서에 고객 확인 도장이나 서명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장비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한 관리는 고객사의 책임이 됩니다. 영업적으로는

이때부터 채권회수 기일이 산정됩니다. (채권 산정

기일의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

니다). 납품 확인서는 보통 영업사원이 발주서를 기

준으로 작성을 해주고, 도리어 더 신경을 써주기 때

문에, 기술 사원은 영업사원으로부터 납품 시, 필히

해당 문서를 가지고 고객 싸인!! 꼭 받아주세요.

납품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2) 작업(구축) 계획서

장비가 납품이 되었으니, 프로젝트 진행일정에 따라, 

실제 망을 구축 해야겠죠?, 이때 고객이 작업 관련한

세부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작업 계획서는

신규 장비가 들어갈 때마다 작성해야만 되는 문서라

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때문에, 작업

계획서를 한 개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도 계속 활

용이 가능하니, 신입 사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만의

깔끔하고 , 효용성 있는 작업계획서를 한 개 꼭 만들

어 두시면 좋습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작업 개요 : 작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작업 범위
및 목적/대상장비/일시/인원 등)

구성도 : 작업과 관련한 망 구성도로써, As-IS 에서
To-Be 형태로 구성됨

작업 진행 Table :  각 작업 진행 단계마다 시간
Table 을 작성해 놓은 표

작업 세부 내용 : 각 작업 진행 단계를 세부적으로 한

페이지에 기술

기타 : 작업 과 관련한 준비물 및 제반 준비 사항

고객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업 개요 와 작업 진행 Table 

입니다. 작업 진행 Table만 잘 만들어도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니, 꼭 신경쓰세요.

(3) 검수 확인서

개인적으로 가장 작성하기 싫은 문서가 검수 확인서

입니다. 검수 확인서는, 최종 구성 완료 후, 최초 RFP 

상에 나와있는 고객의 기능/성능 요청 사항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개별 장비 외관 사진부터 시작해서, 스펙, 기능에

대해 일일히 캡쳐를 떠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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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씩 한땀 한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HW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SW적인 기능 까지

재현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

운영 매뉴얼은 항상 옵션으로 따라다닙니다. OTL….

이렇게, 작성하기 귀찮은(?) 검수 확인서 이지만, 영

업 사원은 이 검수 확인서에 싸인 받는 날만 목이 빠

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수 확인서에 싸인이 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완료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검수 확인서에 싸인 빨리 받아 주는

것이 유능한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

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 되었으면,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엔지니어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6. 유지보수 – 관련문서 :

정기점검 보고서 , 장애보고서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이젠 관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유지보수는 정기점검 이라던지, 또는 장애 발생시 바

로 튀어 나가는 등의 납품된 솔루션에 대한 후속 기

술 지원입니다. 보통 검수 후, 초기 한달 정도 이상

없이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다

고 보면 됩니다. 또한 고객들은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본 운영 및 1차적인 장애대응은 가능

한 상태입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어디 시스템

이 그렇습니까? 꼭 새벽 중에 장애가 발생해서, 한밤

중에 전화 받고 달려나가거나, 주말에 애인이랑 놀고

있는데 사이트 지원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월/분기/반기) 

방문에서 장비의 이상유무를 체크하는 점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시에는 정기점검 보고서, 장

애 보고서 등의 문서 작업이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보고서

운영 중인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W/SW 이상 유무

체크리스트 입니다. 문서 형식과 분량은 고객사 마다

다르지만, 납품된 모든 장비의 개별 상태 확인에 대

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때문에 장비 대

수가 많으면 정기점검 소요 시간만 수시간 에서 하루

~이틀까지 소요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비/시스템등에 대한 정형화된 체크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고객사 포맷에 바

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

으로부터의 점검 확인 싸인을 받아주시면 끝입니다. 

정기점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

다.

장비 Model/Serial, OS Version , CPU/Memory, 

Connection, 장비 세부 기능 확인 내용

(2) 장애 보고서

장비 및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작성하는 장

애 관련 정리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사에서 자

체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내용 작성은 장애 발생 장비의 담당 엔

지니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 보고서는 발생한 장애의 공식적인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장애 보고서의 내용은 장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에

영향을 주므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용을 잘 다듬

어야 합니다. 

우리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뤼

앙스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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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모든 장애의 원인에 대한 천덕꾸러기 장비

및 엔지니어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장애 보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우호적인 고객 담당자

와 장애 원인 분석 결론의 방향을 미리 협의 후 작성

하시는 것은 권장합니다. 장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장애 개요 : 장애 현상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 및 발생

시간 / 영향 범위

장애 처리 Time Table : 장애 발생 시점부터 복구 시

점까지의 순차적인 트러블 슈팅 내용

장애 원인 :  파악된 장애 원인에 대해 기술 (항상 고

객과 입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림)

향후 조치 : 향후 장애 발생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장애 복구를 위한 마무리 작업 등

7. 맺음말

엔지니어에게 문서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Advanced Feature를 구현해서 세련

되게 장비를 구축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외부에

보이는 것은 문서뿐입니다.

역으로 문서를 잘 포장하면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Copy/Paste이

지만, 그 와중에도 한번이라도 좀더 문서를 깔끔하게,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만의 문서 Know-

How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문서는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문서들이며, 빨리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지시면…. 업무가 편

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입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업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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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OF맨이야 (OpenFlow커뮤니티 기술매니저)

About SDN? OpenFlow?

Part 1. OpenFlow란?

OpenFlow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Openflow 네트워크 장

비들의 Control Path를 중앙에 있는 서버에 가져가

는 거랍니다.

기존의 Forwarding (패킷 전송 등) 기능은 그대로 네

트워크 장비에서 수행하지만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하는 업무들은

중앙에 별도로 위치한 서버에서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 서버를 Controller라 부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스위치가 있군요.

이러한 네트워크 스위치는 항상 Control Path와

Data Path가 존재합니다.

가끔 IPv4/6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해야 한다.. 등

의 문구는 보셨겠지만.. OSPF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해야 한다.. 라는 문구는 보신 적 없으시죠?

즉, 

Control Path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동작을 하구요. 

(주로 라우팅 연산, QoS 업무 담당)

Data Path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을 한답니다. 

(거의 Packet 전송 업무 담당)

Openflow는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Control Path 영역을 Controller에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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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좀 더 자세한 환경으로 들어가면 좀 그림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Control Path 기능

이 모두 Controller에 넘어간다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Controller는 전체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해서 스위

치에 가장 적절한 Flow Table을 내리게 됩니다.

Flow Table을 받은 Switch는 Table에 맞게 패킷을 전

송하게 되지요.

Openflow가 매우 매력적인 이유가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죠.

Part 2. OpenFlow란?

Openflow 기술 상에서 Controller하고 Switch는 어

떻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이건 정말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이겠군요.

Controller하고 Switch는 일단 Secure Channel로 연

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때 사

용되는 프로토콜이 OpenFlow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Openflow는 Controller와 Switch 

간에 통신하는 프로토콜인 거죠~

매우 지능적인 Controller는 전체 네트워크

Topology를 인지 후에 최적의 Flow Table을 각 스위

치에 내려 줍니다.

Controller로 부터 내려 받은 Flow Table을 보고 스위

치는 Packet을 전송합니다.

Controller에서 Switch에 내려주는 Flow Table은 아

래와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한대의 Controller에 의해서 모든 스위

치의 Control이 가능해 지니까, 

장비의 구성 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

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About SDN? OpenFlow?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매거진 2013년 3월호 19

따끈따끈한 Flow Table을 받은 Switch는 당연히

Flow Table에 근거해서 Forwarding을 시작합니다

Part 3. Flow Table이란?

"Openflow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질문

을 받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Openflow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이해도에 따라서 구

현 정도가 결정됩니다.

기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

해야 하는지는 철저하게 네트워크 이해 정도에 따라

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이해도이겠네

요..

Flow Table은 스위치로 하여금 트래픽을 어떻게 처

리하라고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이 Flow Table은 아래의 Rules / Action / Stats 를

조합해서 관리자가 구현하는 거죠~

물리적인 Input port 에서 부터 Layer 4 단계에 이르

기까지 12개의 구분자를 가지고 네트워크의 룰을 정

의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1. 01:23:45:67:89:ab 맥어드레스에서 오는 TCP 80 포

트에서 온 트래픽에서 이상 증후를 발견하

여 Controller가 이 트래픽을 IDS로 보내도록 Flow 

Table을 내립니다.

2. TCP 16384 포트에서 오는 트래픽에 Rate Limit을

걸도록 Flow Table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Flow Table을 Controller에서 동적으로 생성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하여 내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인 것은 분명

합니다.

About SDN? OpenFlow?

이 룰은 복수 개의 구분자를 통해서 Specific한 정의

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P 10.0.0.1에서 오는 트래픽 중에서

Web 트래픽과 TFP 트래픽을 구분해서 완전 다른 방

식으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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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룰에 의해서 정의된 트래픽을 자유자재로

Action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openflow를 테스트하시게 되면 이 Action을

주는 시점에 자그마한 희열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Openflow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네트워

크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ㅎㅎㅎ

Action 중에서 아주 간단한 기능만을 설명하면..

1. 특정 트래픽을 미러링 하듯 2개 이상의 포트에

보낼 수도 있고, Flooding 시킬 수도 있습니다.

2. 내가 원하는 포트로만 특정 트래픽이 흐르게 할

수 있죠.. 

3. Vlan ID를 비롯해서 다양한 Field 수정도 가능하죠.

Stats 정보는 Sflow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Openflow가 SDN에서 출발한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그래밍만 해주면, Sflow와의 연동을 통해

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현하실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한 Sflow와의 연동을 통한 예를 드리면..

지금의 네트워크에서는 IPS가 외부에 존재할 때 내부

Attacker가 내부 Server를 공격해도 IPS는 이를 인식

할 수 없죠.

지금의 네트워크에서는 IPS가 외부에 존재할 때 내부

Attacker가 내부 Server를 공격해도 IPS는 이를 인식

할 수 없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Openflow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외부의 IP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flow가 Sflow와 연동되기 때문에 특정 flow에

대해서 이상 증후가 감지되면 지능적인 Controller는

이 트래픽을 자동적으로 IPS에 강제로 전송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는 트래픽이라면 IPS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Server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만 이미 검증이 완료된 적용 방안입니다.

Rule, Action, Stats을 활용한 Flow Table만 잘 조합

을 해도 매우 훌륭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비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이해

도가 문제가 되는 세상이 왔군요..

진정 네트워커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요??

About SDN? Ope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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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Flow Table 동작 방식

OpenFlow의 동작 방식에서 새로운 개념을 중간 정

리해볼까요?

1. Switch는 Flow Table이 있어야 전송을 한다!!

2. Flow Table은 중앙에 있는 Controller가 만들어서

보내준다!!

3. Controller에서 Flow Table은 동적으로 또는 수동

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이 정도면 OpenFlow의 기본 정립은 완전 끝이군요.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Openflow는 Controller와 Openflow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위치만 있으면 되는군!!!" 이라고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군요..

Controller가 처음부터 모든 트래픽의 정보를 가지고, 

미리 모든 플로우를 사전에 정의 내려놓을 까요?

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Controller가 어떻게 사전

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OpenFlow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네트워크 박사님들

이 연구하시고, 발전시키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안

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정말 복잡해 집니다. 머

리가 아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기본 정보로만 다루도

록 할게요~

음.. 뭔가 영어로 잔뜩 써있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 Switch와 Controller가 연결이 됩니다.

-> 이 때 Controller는 Switch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면서, 네트워크 전체 Topology를 생성합니다.

2. Switch에 새로운 패킷이 들어오면, Switch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무조건 Controller에 전송합

니다.

3. Controller는 전체 네트워크의 Topology를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킷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경로

를 손쉽게 결정합니다.

4. 이 결정된 경로를 해당 Switch에 Flow table로 내

리면서, Controller는 해당 첫 패킷을 다시 스위치에

보냅니다.

5. 그러면 Flow table을 참조해서 패킷 전송이 이루

어지겠죠.. 당연히 다음 패킷 부터는 Controller를 거

치지 않을 거구요..

About SDN? Ope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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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의 원리로 동작을 하는군요.

-> Switch가 Controller에 연결되는 순간 Controller

는 동적으로 모든 Topology를 인식한다!

-> 새로운 패킷을 받은 Controller는 인식하고 있

는 Topology를 통해 최적의 Flow Table을 작성한다.

-> 관리자는 원하는 Flow Table을 정의하여, Switch

에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다.

여기서 잠깐!!!

의심 많은 분들은 이쯤에서 "어.. 그럼 Controller에

너무 많은 부하가 생기는 거 아냐??" 라는 질문을 하

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뛰어나신 박사님들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 하셨고, 상당히 많은 해결 방

안이 모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큰 고

민거리가 아닐 듯 합니다.

이 정도면 OpenFlow의 동작원리는 감이 팍팍 오시

겠죠?

About SDN? Ope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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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전따 스폰서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스폰서 소식

주니퍼 네트웍스, 차세대 데이터센터 보안을

위한 글로벌 해커 인텔리전스 서비스 최초로 선보여

네트워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주니퍼 네트웍스

(NYSE: JNPR)가 글로벌 해커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 (Junos® Spotlight 

Secure)로 강화된 차세대 데이터센터 보안 제품을 오

늘 공개했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는 주니퍼 보안 제

품들과 많은 수의 네트워크에 걸쳐서 보안 위협들, 

공격자들, 개별 기기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고객에

게 제공한다. 주니퍼의 새로운 보안 제품을 통해 기

업 및 서비스 사업자들은 데이터의 유출, 웹사이트

서비스불능, 그리고 다른 심각한 위협들에 대해 보다

향상된 보안을 갖추게 된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운영되는 서버와 웹애플리케이

션의 고가치 정보를 겨냥한 공격이 갈수록 증대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다. 주니퍼 네트웍스의 위임으로 새로이

발표된 포네몬 연구소 (Ponemon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웹사이트 공격 (62%)과 DoS (서비

스거부)공격 (60%)으로부터 가장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IT 업체 및 IT 보안 업체 대다수 (61%)가 현재

방화벽과 IP 평판 (Reputation) 정보로는 사이버 보

안 위협의 일부만이 확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커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결합된 보안 시스템이 필요

한것으로 조사됐다. 

효과적인 데이터센터 보안을 위해 기업들은 해커의

IP주소뿐만 아니라 해킹을 시도하는 디바이스를 파

악하고, 이 정보를 신속하게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에 유포해야하는 것이다. 주니퍼 네트웍스의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는 이러한 정보를 주니퍼 보안

솔루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주니퍼 네트웍스는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의 보안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첫 제품으로 주노스 웹앱 시큐어 (Junos

WebApp Secure)와 주니퍼 네트웍스® SRX J 시리즈

서비스 게이트웨이 (Juniper Networks® SRX Series 

Services Gateways)를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주니퍼 네트웍스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보안 솔루션

과 제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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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 (Junos Spotlight 

Secure)는 업계에서 유일한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해

커 인텔리전스 서비스로, 기기 차원에서 개별 공격을

탐지하고 이들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한다. 

오직 IP 주소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평판(reputation) 

공급 서비스와 비교시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

는 고객들에게 해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안 정보

를 제공해 오탐지(false positives) 를 현저하게 감소

시킨다. 이 솔루션은 200 개 이상의 속성을 분석해

공격 기기의 핑거프린트 (fingerprint)를 지속적으로

추적, 정상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밀

하게 해커들을 차단한다. 주노스 웹앱 시큐어를 사용

하는 네트워크에서 해커의 핑거프린트가 감지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즉시 해커 프로필을 다른 가입자와

공유할 수 있어, 여러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향상된 보안을 제공한다.

주노스 웹앱 시큐어 (Junos WebApp Secure)는 해커

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웹 애플리케이션

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킨다. 웹앱 시큐어는 방화벽

의 뒤,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앞에 설치되어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 글로벌 해커 인텔리전스 서비

스가 제공하는 다른 소스들로 부터의 보안 정보를 적

용한다. 이로 현재의 차세대 방화벽들과 평판

(Reputation) 공급과 같이 IP 주소만을 이용한 접근

법보다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노스 웹앱 시큐어는 최신 인트루전 디셉션

™ (Intrusion Deception™) 기술을 이용해 공격을 다

른곳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이들을 분석하고 핑거프

린팅한다.

주노스 웹앱 시큐어와 통합된 주니퍼 네트웍스 SRX 

시리즈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Juniper Networks SRX 

Series Services Gateways)는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 글로벌 해커 인텔리전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신 인투르전 디셉션 기술의 이점을 모두 활용한다.

최신 인투르전 디셉션 기술의 이점을 모두 활용한다. 

이 통합은 보안 경계에서 식별된 공격자를 차단하기

위한 SRX시리즈의 능력을 확장한다. 그리고 특히 대

규모의 웹 공격과 봇네트(botnet) 차단에 효과적이다.

주노스 DDos 시큐어 (Junos DDoS Secure)는 최근

주니퍼가 인수한 웹스크린 시스템즈 (Webscreen

Systems)의 자산을 이용해 웹사이트와 웹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자동화된 DDoS 보호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대용량 공격에 대해 40Gbps까지의 보

호 뿐만 아니라 진화된 “low-and-slow” 어플리케이

션 공격에 대해 최소의 오탐을 제공하는DDoS 경감

으로 고유한 행동 기반 접근법을 사용한다. 

주니퍼가 최근 발표한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비전과 전략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주니퍼 네트웍스 보안 솔루

션은 보안 서비스망에도 통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

근법은 여러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며, SDN 서비스 체인을 통해 신속

한 보안 서비스 설치를 가능케 한다. SDN 실행을 위

한 주니퍼의 비전은 4 단계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첫 단계인 중앙화는 주노스 스페이스 시큐

리티 디렉터 (Junos Space Security Director)로 구현

가능하다. 

주니퍼 네트웍스 보안사업 부문 부사장 나와프 비타

르 (Nawaf Bitar)는 “차세대 보안은 진화하는 네트워

크에 맞춰 대응을 지원하는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야

한다. 이는 해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어야만 가능하다”며 “주노스 스포트라이트 시큐어는

기기 차원의 공격자 추적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플랫

폼이다. 이러한 통합 접근법은 보안 인텔리전스를 향

상시키고 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방어를 제공하며 데

이터센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를 전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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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P, 
미션 크리티컬 리눅스 비즈니스 진출

⊙ 미션 크리티컬 리눅스 유지보수 서비스 및 컨설

팅 진출

⊙ 하나의 회사로부터 통합된 하드웨어와 OS 서비스

로 미션 크리티컬 리눅스 환경 구현 가능

⊙ 업계 최초 미션 크리티컬 리눅스 컴퓨팅을 위한

풀 라인업

2013년 03월15일 - 한국HP(대표 함기호, 

www.hp.co.kr)는 오늘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 리눅스

컴퓨팅 구축을 지원하는 미션 크리티컬 하드웨어와

미션 크리티컬 유지보수 서비스 및 컨설팅이 통합된

HP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솔루션(HP Enterprise Linux 

Solution)을 발표했다.

HP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솔루션은 개방형 환경으로

의 전환에 따라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측되는 리눅스 OS(Linux Operating System)를 지원

하기 위해 HP-UX서비스 품질과 동일한 미션 크리티

컬 리눅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HP 엔터

프라이즈 리눅스 솔루션은 이코노믹, 프리미엄, 플래

티늄(Economic, Premium, Platinum)의 차별화 된 서

비스를 제공, 다양한 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기업은 x86 서버의 안정성이 향상됨에 따라 레거시

(legacy) 시스템에서 x86 리눅스 시스템으로 전환하

고 있지만,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와 하드웨어가 통합

된 미션 크리티컬 플랫폼의 부재는 중요도가 높은 업

무의 전환을 방해한다. 

특히 유지보수 서비스에 있어 기업이 리눅스를 사용

할 때 수준 높은 전담 엔지니어와 지속적이고 표준적

인 사전예방 서비스의 부재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와 서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HP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 발생시HP의 전담 리눅스 엔지니어들과 빠른 문

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가능한 ‘전담 지정 엔

지니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인 결함 예측을 통해 미

리 장애를 제거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사전 장애 예

방 서비스’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디자인부터 설계, 설치 서비

스와 교육 등 필요한 모든 ‘컨설팅 서비스’

기존 다른 유닉스 기술 보유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

에 있는 분석 툴, 성능향상 서비스 등

유닉스 서버의 안정성은 우수한 하드웨어와 높은 수

준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근거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

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드웨어 제공

기업이 OS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지속적인 관리의 주

체와 책임 및 정확한 문제점의 파악을 통합적으로 가

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HP는 OEM방식으로RedHat/SuSe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Microsoft Windows/SQL, Hyper-V 등을 지

원하는 유일한 공급자로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기

술지원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조사와의 글로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HP는 기업고객이 Linux 환경을 채택하여 비즈니

스의 기반을 이루는 강력한 IT Infrastructure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각종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Planning 단계에서

Assessment,  PoC와 Implementation/Migration까지, 

그리고 전환후 시스템을 안정화 할 수 있는

Optimization 단계까지 제공할 수 있다. 

스폰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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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P가 지원하게 될 하드웨어와 서비스 공급 및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버전 관리, 패치 관리와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의 명확한 정의는 진정한 미션 크리

티컬 리눅스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다. 또한 기업은

리눅스 기반의 IT 인프라를 위한 전략 및 구현 컨설

팅 제공을 통해 보다 수월한 오픈소스 기반의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센터 전환을 할 수 있다.

한국HP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솔루션의 주요 목표

시장은 증권,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과 통신사이며 점

점 공공, 제조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엔터프라

이즈 리눅스 솔루션은 HP가 이미 발표한 프로젝트

오디세이 (Project Odyssey)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으로서 기업의 고효율, 저비용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

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씨디네트웍스, 

부산국제광고제 웹사이트에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기반 CDN 서비스 제공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전문기업 씨디네트웍스(대표이사 고사무

열, www.cdnetworks.com)는 전세계 광고인들의 이

목이 집중되는 부산국제광고제(www.adstars.org) 공

식 웹사이트에 글로벌 CDN과 결합한 OVP(Online 

Video Platform)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장 허남식, 공동집행위원장

이의자, 최환진)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

대 규모의 국제 광고제로서, 2012년 57개국에서 1만

여 편이 넘는 작품이 온라인으로 출품되었고, 7만 여

명이 참가하는 등 개최 5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광고

제로 성장했다. 

씨디네트웍스의 CDN OVP 서비스는 최근 폭증하는

동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디바이스로 인해 점차 복잡

해 지고 있는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여 콘텐츠 인코딩, 

압축, 배포,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서비스로 인터넷미디어

전문기업 엠군미디어와 제휴, 지난 해 출시했다. 부

산국제광고제는 오는 8월 22일 개막을 앞두고 씨디

네트웍스의 글로벌 CDN 기반 OVP 서비스를 도입하

여 글로벌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

를 각 디바이스 별로 최적화하여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산국제광고제 웹사이트 운영에 적용된 씨디

네트웍스 CDN OVP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 된 동영상 멀티 인코딩으로 N스크린 환경

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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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플레이어의 손쉬운 편집, 업로드 API의 유

연한 적용, 편리한 다중 배포 코드 제공

▲ 다양한 툴을 통한 트래픽/스토리지/이용자 분석

리포트 제공

▲ 국내 및 해외 사용자들의 안정적 동영상 품질을

위한 글로벌 CDN 적용

부산국제광고제의 IT 운영 대행사인 ㈜힐링소프트

박용한 대표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출품하고 심

사하는 광고제 사이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영상 광

고 출품에서부터 대륙별, 국가별 콘텐츠 관리 및 해

외 사용자들을 위한 안정적 품질까지 고려한 사이트

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 이라며 “파워풀한 기능과 함

께 심도 깊은 사전 컨설팅을 통한 밀착 지원으로 서

비스 도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씨디네트웍스 사업마케팅팀 남찬희 이사는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전세계 비디오 트래픽과 다양한 디바

이스의 증가로 미디어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가 점차

복잡해졌다. 씨디네트웍스는 자사의 글로벌 CDN 인

프라와 결합된 OV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기업에게 비용 절감과 운영의 편리성

을 충족시켜 줄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스폰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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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와 함께하는 퀴즈?!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의 VIP이신

‘제로’님과 함께하는 퀴즈로 배우는 코너입니다.

제로와 함께하는 퀴즈?! 코너를 소개합니다. 

1. 퀴즈는 퀴즈의 난이도로 ‘초급 퀴즈’와 ‘중급 퀴즈’   

로 나뉘어져서 출제가 됩니다.

2. 각 퀴즈에 대한 답은 아래의 네이버 메일로 접수

를 받으며, 다음 웹진에서 베스트 답변을 선정하여

웹진에서 베스트 답변을 발표하게 됩니다.

3. 퀴즈의 답변을 보내주신 회원 분들 중에서, 

최우수 베스트답변과, 우수 답변을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베스트 답변 선정은 카페의 운영진과 제로님과

함께 선정할 예정입니다.

4. 베스트 답변 참가는 ‘초급 퀴즈’와 ‘중급 퀴즈’ 중

한 가지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5. 네떡 왕초보자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

베스트 답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6. 답변 신청 메일과 접수 기간은 퀴즈 하단에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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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다음 주소를 각각 서브넷마스크와 와일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Summary 하시오.

(Summary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시오)

[1] 192.168.0.0/32 ~ 192.168.0.3/32

[2] 10.10.0.0/24, 

10.10.9.0/24,

10.10.65.0/24, 

10.10.73.0/24 

[3] 172.16.0.0/16 ~ 172.31.0.0/16

[4] 1.1.1.0/24에서 짝수 IP (1.1.1.0, 2, 4, 6 ~~ 254)

[5] 나만의 노하우 공개:

Wildmask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Subnet Mask를 간신히 알고 있는 초보자 기준으로)

[중급] BGP Regular expression

제로연구소는 3개의 ISP[ A-isp(AS11), B-isp(AS22), 

C-isp(AS33)]와 직접 연결되어있다. 또한 3개의 ISP와

BGP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1] 다음 조건을 regular expression으로 표시

하시오

(a) only directly connected AS(자기 자신과 직접 연

결된 AS만) AS path가 한개 인 것

11

22

33

(b) 직접 연결된 AS와 prepending 한번 되어있는 넘

11

11 11

22

22 22

33

33 33

(c) 직접 연결된 AS와 prepending 된 넘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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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S-path가 2개인 것

11 11

22 22

33 33

11 33

11 44

....

22 44

22 55 

....

33 55

33 66

[문제2] 문제1의 문제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3] 자기 자신의 AS는 ^$로 표시합니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요?

[퀴즈 신청 메일]

1. fortear@naver.com 로 메일 제목에 네전따 퀴즈

신청으로 하시고, 정답을 첨부파일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의 제목은 [초급],[중급]을 표기하시고

카페 대화명을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2. 답변 제출 기간 :  2013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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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네떡지기

Network 행사 소식

OpenFlow Korea에서 개최한 제 4회 한국 SDN 

Interest Group 정기세미나가 지난 3월 1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OpenFlow 커뮤니티 운영진의 ‘Jenny’님의 진행으로

커뮤니티 총 매니저인 Victor님의 2013년 한국 SDN 

산업동향과 WebEx를 통한 Guru Parukar 스탠포드

교수의 Keynote를 진행을 한 후, 안종석 기술매니저, 

김창민 기술매니저, 서영석 기술매니저의 SDN에 대

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OpenFlow/SDN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이, 200

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는 OpenFlow/SDN 

에 대한 갈증을 많은 분들에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올 한 해, 주기적으로 OpenFlow 세미나 개최를 통

하여 10회 세미나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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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카페의 2013년 전반기

정기 기술세미나가 3월 23일(토)에 삼성동 코엑스에

서 10:00 ~ 17:00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기세미나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 기술

세미나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디자인부터 구축 시의 고려되야 하는 가상화 보안과

서비스 지연, 그리고 최신 가상화 구축 컨설팅 등의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4회 세미나에서는 전체 세션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etwork 행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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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매거진 발행을 마치며..

엔리 : 
지금까지 걸어왔떤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함께하는

네전따 매거진이 되기를~ ^^

네떡지기 :
처음 네전따 매거진을 만들려고

했을 때의 엄청난 의욕과 의지로 불
타오르며 시작했었던, 매거진이었지만 엄청나게
쏟아지는 업무에 버거워하고, 현실적인 IT인의
버거운 디자인 감각 등.. 여러 난관들로 인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2월이 아닌 3월 발행으로 네전
따 매거진의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듯이 없듯이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
은 듯한 기분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편집을 마치
니 홀가분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yangseng : 
안녕하세요. 네전따 매거진1호

창간에 참여한 학생인턴스탭입니다. 

첫 매거진 창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밌게 읽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전따 화이팅!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매거진’ 에 기고를 해 주실 분들은 찾습니다.
기고를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기고하시고 싶은 주제
를 ‘네떡지기’의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