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클라우드 및 IoT(사물 인터넷) 도입 추세는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 
운영은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 환경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네트워크 사업자는 뛰어난 민첩성과 확장성으로 운영을 
지원하며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Blue Planet MDSO
Blue Planet MDSO(Multi-Domain Service Orchestration)는 공급업체 제약이 없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이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공급업체 및 
네트워크 혼합 계층을 비롯한 물리 및 가상 도메인 모두에서 종단 간 서비스 전달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MDSO의 프로그래밍 가능 확장형 아키텍처는 모델 중심 
추상화와 개방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메인을 통합합니다. 즉 공용 또는 사설 
클라우드 및 NFV(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도메인뿐 아니라 기존 WAN과 소프트웨어 
정의 WAN과 같은 도메인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관리 사일로(폐쇄 구조)
를 허물고 종단 간 제어성, 가시성 및 운영 민첩성을 강화합니다. Blue Planet Intelligent 
Automation Platform의 핵심 구성 요소인 Blue Planet MDSO는 다른 Blue Planet 
소프트웨어 제품군에도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높은 수준의 적응형 네트워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PA(Blue Planet Analytics)와 ROA(Route Optimization 
and Assurance) 등이 있습니다.

수익 창출 시간 단축

오늘날의 복잡한 네트워크는 공급업체 특정 도구와 전문화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과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인프라 전반에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Blue Planet MDSO는 운영 측면의 사일로를 허물고 
이기종으로 구성된 복잡한 인프라 전반에서 서비스 생성과 자동화된 전달 과정을 크게 

데이터시트

Blue Planet Multi-Domain 
Service Orchestration 
다중 계층, 다중 공급업체 및 다중 도메인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및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

Blue Planet MDSO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얻는 이점:

• 수익 창출 시간 단축 - WAN,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의 
다중 공급업체 시스템 및 장비 
전반에서 서비스 전달 간소화 
및 자동화 

•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 혁신 - 
네트워크 변환을 위한 완전한 
셀프 서비스 제어 기능 제공 

•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 - 네트워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맞춤화 및 최적화

Blue Planet Intelligent Automation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ciena.com/blueplanet/?src=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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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네트워크 도메인과 가상화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매끄러운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Blue Planet MDSO는 모델 및 템플릿 중심 접근법 활용하여 
의도 기반(intent-based) 자동화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수반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단순한 수동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네트워크 사업자가 높은 추상화 수준으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Blue Planet 서비스 템플릿은 TOSCA 표준에 기반합니다. 
이 표준은 작업 흐름을 제어하고 관계를 설명하며 네트워크의 
다양한 리소스 간에 존재하는 종속성을 반영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합니다. TOSCA 기반 서비스 템플릿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종단 간 지능형 자동화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의도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TOSCA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WAN과 데이터 센터 
전반에서 가상화 기능을 확장하려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계획과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에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템플릿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구성 요소를 네트워크 
리소스와 통합하여 네트워크에서 
물리 및 가상 리소스의 자동화 
작업을 매끄럽게 수행합니다. 

Blue Planet MDSO는 RA(리소스 어댑터)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요소 전반에서 서비스 
전달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합니다. RA를 통해 
Blue Planet MDSO는 네트워크 요소 또는 공급업체 특정 
요소/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그리고 SDN 도메인 컨트롤러와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CLI, TL1, SNMP, 
NETCONF/YANG 및 REST API를 비롯한 다양한 네이티브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오늘날 사용 
가능한 광범위한 RA가 제공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Blue Planet MDSO의 REST API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관리와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API를 사용하여 OSS/
BSS(운영/업무 지원 시스템)와 고객 대면 웹 포털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 가능 리소스로 활용하는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API는 동적 셀프 
서비스 및 주문형 서비스를 위한 핵심 인에이블러입니다.

그림 2. Blue Planet MDSO는 TOSCA 서비스 템플릿과 리소스 어댑터 기술을 사용하여 의도 기반 
자동화를 통해 다중 공급업체 도메인 전반에서 서비스 전달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그림 1. Blue Planet MDSO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개방형의 자동화 인프라를 구현하여 오늘날의 디지털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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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lanet NFV 오케스트레이션

Blue Planet은 표준 기반 NFVO(NFV Orchestration) 기능도 
통합하여 VNF(가상 네트워크 기능)의 완전한 수명 주기 관리를 
제공하고 ETSI의 MANO(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지침을 
충족시킵니다. NFVO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운용되는 경우 
Blue Planet은 중앙형 또는 분산형 데이터 센터에서 NFVI(NFV 
Infrastructure) 리소스의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ETSI NFV 릴리스 2 사양을 준수하는 Blue Planet은 VNF와 
VNF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단 간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각화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NFV 개발에 수반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전반적인 종단 간 서비스 수명 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서비스 혁신은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Blue Planet은 엔지니어링 및 운영 팀을 위해 설계된 
다양한 DevOps(개발 및 운영) 및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lue Planet DevOps Toolkit과 Blue Planet DevOps 
Exchange는 개방형 커뮤니티뿐 아니라 도구 세트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팀과 IT 팀, 타사 장비 공급자 그리고 
기타 생태계 파트너 간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리소스의 온보딩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매끄럽게 진행하여 특정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첩한 운영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 VNF 그리고 심지어 전체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환경을 이 환경에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 리소스를 서비스 템플릿에 결합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

Blue Planet MDSO의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상호 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접근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쉽게 강화, 유지 및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를 빠르고 점진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과 기능을 규모에 따라 빠르게 추가해야 
합니다. 최소의 수정을 위해 광범위한 회귀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일체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기반하는 다른 솔루션과는 
달리 Blue Planet MDSO와 Blue Planet NFVO는 최소의 운영 
중단으로 어떠한 변경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Blue Planet의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없이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발 접근법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새롭고 강력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출시하고 점진적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수정하여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MDSO는 종단 간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그림 4. Blue Planet DevOps Toolkit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내 제품 개발, 
IT 및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물리 및 가상 네트워크 리소스를 온보딩하고 서비스 

구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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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가상화 서비스

가상 및 물리 네트워크

https://www.sdxcentral.com/articles/news/etsi-releases-nfv-2-specifications/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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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lue Planet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업계 최고의 오픈 소스 구성 요소의 기술 수준이 성숙해 
지면 플랫폼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Blue Planet 플랫폼은 Docker, 
Cassandra, Kafka, Grafana 등을 비롯한 30개 이상의 오픈 
소스 구성 요소를 통합했습니다. Blue Planet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오픈 소스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Blue Planet의 입증된 성공

Blue Planet은 전 세계 현장에 구축되어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개방성, 민첩성 및 
지능성이 탁월한 자동화 네트워크로 향하는 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lue Planet은 맞춤화되고 운용 준비가 된 매우 광범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및 자동화 솔루션을 지원하며 이러한 솔루션은 
전체 서비스 제품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실제로 Blue Planet을 운용하는 사례입니다.

• SD-WAN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 관리형 SD-WAN 서비스 
전달 과정 간소화

• WAN 자동화 – 다중 공급업체 광(L0/L1), 이더넷(L2) 
및 IP/MPLS(L3) 네트워크 전반에서 네트워크 및 서비스 
프로비저닝 자동화

• 클라우드 연결 자동화 – 주문형 다중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의 효율적인 오케스트레이션

• 가상화된 관리형 서비스 자동화 – 고객에게 유연한 주문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기술 사양 

Blue Planet 플랫폼은 전용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서 
호스팅하거나 VM(가상 머신)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권장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특정 환경의 
요구 사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0 CPU 코어 

•64GB 메모리

•2.4GHz E5-2640 또는 동급

•1TB 디스크 용량

•1Gb/s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

고성능 및 고가용성 환경을 위해 다중 호스트 클러스터를 
지원하며, 지리적 이중화 구성도 지원합니다.

리소스 어댑터 
다음은 현재 사용 가능한 리소스 어댑터의 예입니다. 

AkamaiALU MEF Juniper Contrail
AWS Juniper vSRX

CalixBlue Planet MCP Nokia/ALU SAM
Ciena D-NFVI Nokia Nuage VSP
Cisco IOSASR OpenStack

Equinix Cloud Exchange RAD ETX-2
Fortinet VersaDirector

Infinera Xceed VMware vCenter

지금 Blue Planet에 연결해 보세요

전체 목록은 Ciena의 DevOps Exchange
를 참조하세요 

분석 기능
및 지능성

의도 기반 정책

원격 측정

자동화
빅 데이터 및

 스몰 데이터 모두에
 기반한 예측적

 분석 및 머신 러닝

개방형 도메인 제어 
및 다중 도메인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어 및 자동화

Adaptive
Network

프로그래밍 
가능 인프라
다양한 기능, 개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갖춘 가상 및 물리적 
네트워크 리소스의 
동적 풀

Adaptive Network 

Adaptive Network는 네트워크 공급자의 새로운 최종 목표에 
대한 Ciena의 비전입니다. Adaptive Network는 분석 및 의도 
기반 정책으로 제어되는 자동화를 활용하며, 네트워크의 부하와 
수요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확장, 자체 구성 및 자체 최적화를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Adaptive Network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프로그래밍 가능 인프라, 분석 기능 및 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 및 자동화입니다. Ciena의 Blue Planet MDSO는 
소프트웨어 제어 및 자동화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http://www.ciena.com
http://www.blueplanet.com/use-cases/SD-WAN-service-orchestration.html?src=collateral
http://www.blueplanet.com/use-cases/WAN-automation.html?src=collateral
http://www.blueplanet.com/use-cases/#cloud?src=collateral
http://www.blueplanet.com/products/vwan.html?src=collateral
http://www.ciena.com/contact-us/sales/?src=collateral
https://www.ciena.com/blueplanet/ecosystem/?src=collate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