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시트

Blue Planet® ROA(Route Optimization and Analysis) 
Explorer Suite는 전 세계 선도적인 네트워크 사업자, 
대기업 및 정부 기관이 클라우드에서 핵심 Layer 3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운용하는 솔루션입니다.
ROA Explorer Suite는 라우팅, 트래픽 및 성능 분석 기능을 고유하게 통합함으로써 
실시간 경로 인지 운영 모니터링 및 소급 포렌식을 제공하여 중대한 서비스 중단을 
유발할 수 있는 일시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엔지니어는 대화형 모델링을 통해 변경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용량 계획을 위한 새로운 작업 부하를 시뮬레이션하며, 장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여 회복성이 뛰어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ROA Explorer 
Suite의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은 MDSO(Multi-Domain Service Orchestration)와 
같은 다른 Blue Planet 제품군과 연동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보장하여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OA Explorer Suite는 다섯 가지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1.  Route Explorer®: ROA Explorer Suite의 토대이며 모든 IGP(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및 BGP(경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라우팅 이벤트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라우팅 기술과 오버레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a. Layer 2 및 Layer 3 MPLS VPN
   b. RSVP-TE 및 SR-TE 터널
   c. 멀티캐스트

Route Optimization and Analysis 
Explorer Suite

특징 및 장점

•  단일 제품으로 다중 공급업체 및 
다중 계층 가시성과 분석 능력을 
제공합니다.

•  포착이 힘든 문제를 빠르게 
찾아 해결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  네트워크 유지 보수 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합니다.

•  과도 엔지니어링을 줄이고 
네트워크 이중화와 회복성을 
개선합니다.

•  대등 접속 관계와 전송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  네트워크 계획 및 보고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본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  적응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쟁 
우위를 실현합니다.

•  유연한 구축 옵션을 통해 탄력적인 
SaaS 모델에서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Blue Planet ROA Explorer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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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ffic Explorer®: 네트워크 전반에서 NetFlow 및 sFlow와 
같이 트래픽 흐름 기록을 분석합니다.

3.  Performance Explorer: 네트워크 장치에서 SNMP 기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4.  Provisioning and Optimization Explorer: 새로운 서비스 
전송 경로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 터널의 프로비저닝 작업을 
자동화하여 네트워크를 최적화합니다.

5.  Multi-Layer Explorer: IP/MPLS 및 광 계층에 대한 통합되고 
관련성 높은 단일 창 보기를 제공합니다.

ROA Explorer Suite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P 네트워킹이 가지는 동적 특성으로 인해 임의 시점에 트래픽이 
고객 및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와 인터넷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는지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핑 및 라우터 CLI 
명령 실행, 로그 파일 검색 그리고 수작업으로 결과의 연관성 
확인과 같은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하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전달 문제를 식별하여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지연은 SLA(서비스 
수준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고객 만족도를 악화시키고 가입자 
해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리 도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  네트워크 전반에서 라우팅 경로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확보
•  라우팅 오류 및 잘못된 구성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서비스 공급자 및 고객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흐름 모니터링 

그리고 트래픽 흐름을 라우팅 경로에 오버레이하여 종합적인 
트래픽 뷰 생성

•  라우팅 이벤트와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능 지표 간 상관 관계를 
표시하여 서비스 성능 보장

•  새로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송 경로 
계산 및 프로비저닝

•  다중 공급업체 및 다중 계층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된 가시성 및 
분석 제공

기존 관리 도구의 단점으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SLA 위반이 발생하면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서 수작업으로 
위치 파악

•  MPLS VPN 라우팅 평면에 대한 
가시성 부족으로 문제 해결 지연

•  라우팅 구성 변화로 의도치 않은 
결과 발생

•  새로운 장치 및 구성 감지 실패
•  수익 창출 서비스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음
•  대등 접속 관계 최적화 및 전송 비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음
•  변경과 새로운 작업 부하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예측할 수 없음
•  다중 계층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프로비저닝하는데 수 주 또는 수 개월이 소요됨
• 다중 계층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관리 격차 해소
Blue Planet의 ROA Explorer Suite는 Layer 3 네트워크 
제어 평면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관리 
및 요소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기존 OSS(운영 지원 시스템)
를 보완합니다. 사용자는 특정 트래픽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어떤 지점에서 비정상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전달 문제 
및 네트워크 리소스의 비효율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화되지 않은 라우팅 지표, 플래핑, 루프, 블랙 홀 그리고 
전통적인 도구에서 놓치는 기타 조건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ROA Explorer Suite는 Blue Planet MDSO(Multi-
Domain Service Orchestration)나 타사 SDN 컨트롤러 및 
오케스트레이터와 함께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경로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 터널의 프로비저닝을 
계산하고 자동화하여 네트워크 혼잡을 줄입니다.

그림 2. ROA Explorer Suite는 네트워크 보장 관리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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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Blue Planet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Route Explorer는 네트워크 
운영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라우팅 관련 모든 메시지를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를 기록한 후, 네트워크의 
Layer 3 토폴로지 모델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활용합니다. 사용자는 시간별로 색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과거 특정 시점에 발생한 네트워크 
이벤트를 검색, 열람 및 분석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네트워크 동작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Route Explorer는 모든 
IGP/BGP 라우팅 프로토콜과 주요 장비 공급업체를 지원합니다.

항상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Route Explorer의 Layer 3 
토폴로지 모델을 통해 Traffic Explorer는 모든 트래픽 흐름 
경로를 계산하며, 수집을 위한 규모가 매우 작지만 종단 간에 
걸쳐 트래픽 동작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가시성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Performance Explorer는 이 토폴로지 
모델을 사용하여 서비스 경로의 모든 홉에 대해 지연 시간과 
성능 지표(CPU 및 메모리 사용률, 지터, 패킷 폐기율)를 
시각화합니다. 이러한 경로, 트래픽 및 성능 분석 기능의 결합은 
산업 최초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경로 인식 관리 제어 역량을 
제공합니다.

ROA Explorer Suite는 Route Explorer와 Traffic Explorer에서 
생성한 라우팅 및 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프로비저닝 
및 보장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Provisioning and Optimization 
Explorer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최선 경로를 계산할 수 
있으며 ROA의 개방 REST API를 사용하여 Blue Planet MDSO 
또는 타사 컨트롤러 및 SDN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모듈은 새로운 트래픽 
엔지니어링 터널을 제안하여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권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혼잡을 완화하고 Blue Planet MDSO 
또는 타사 컨트롤러 및 SDN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이 터널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친화적인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토대로 구현된 Blue Planet ROA(Route Optimization and 
Analysis) Explorer Suite는 탄력적인 SaaS(Software-as-
a-Service) 모델에서 활용하거나 고객 및 파트너 클라우드 
인프라나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옵션을 통해 고객과 파트너는 자신들의 기술 요구 사항과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에 적합하도록 Blue Planet 구현 방식을 
완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  과거: 네트워크 이벤트를 DVR 형태로 되감기 및 재생하여

일시적 서비스 전달 문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수행합니다.
•  현재: 라우팅, 트래픽 및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기준

경보에서 벗어나고 비정상 보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적 서비스
관리를 실행합니다.

•  미래: 네트워크 장애, 구성 변경 및 새로운 작업 부하의 영향을
예측하는 대화형 모델링을 실행합니다.

•  자동화: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 시간을 수 주 또는 수
개월에서 분 단위로 단축하고 경로 계산 및 프로비저닝을 위한
분석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서비스 성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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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OA Explorer Suite는 라우터처럼 동작하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합니다.

지금 BLUE PLANET에 연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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