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 실현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즈니스 민첩성을 매우 중시하고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변화의 전략적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Cisco ONE Software는 고객이 WAN(Wide Area Network), 
액세스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유연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가격, 지속적인 혁신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동성을 통해 현재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WAN(Wide Area Network)

액세스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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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절감
 (Cisco ONE 활용 시)

$671,035
기존

$501,285
Cisco ONE

$2,815,000
Cisco ONE

10% 절감
 (Cisco ONE 활용 시)

$3,100,700
기존

50개 사이트 WAN 
CISCO ONE FOUNDATION FOR WAN 

$822,600
기존

$366,060
Cisco ONE

55% 절감
(Cisco ONE 활용 시)

1,000개의 액세스 포인트 무선 네트워크

30개의 서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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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TCO

$
•

패키지 가격  
소프트웨어 기능 제품군

간편한 구매, 개별 구매보다 
더 높은 가치 제공  

•

지속적인 혁신 가능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한 액세스  

• 데이터 센터, WAN 및 액세스의 
혁신 지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민첩성 
•새 하드웨어에 휴대 가능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 네트워크 갱신 비용 절감  

•

혜택

CISCO TRADITIONAL VS. CISCO ONE FOUNDATION FOR WAN

AppX 라이센스
지능형 경로 제어와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보안 라이센스
안전한 브랜치 연결 확장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WAN 최적화

가상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WAN 최적화

Prime Infrastructure for Lifecycle and Assurance
간소화된 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 보증

vNAM(Virtual Network Analysis Module)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EnergyWise
연결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결된 분석
브랜치 네트워크 최적화

Cisco ONE기존 모델 

5년간 TCO

CISCO 기존 제품 VS. CISCO ONE FOUNDATION FOR WIRELESS

AP 라이센스
코어 무선 액세스

Prime Infrastructure for Lifecycle
단순화된 네트워크 관리

Prime Infrastructure for Assurance
네트워크 서비스 보증

Identity Services Engine - 기본
사용자 ID 기반 네트워크 액세스

Mobility Services Engine –기본
무선 디바이스의 위치 추적

네트워크를 위한 연결된 분석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기존 모델 

4년간 TCO

CISCO 기존 제품 VS. CISCO ONE FOUNDATION 
FOR ENTERPRISE CLOUD SUITE

Cisco UCS Director
인프라 프로비저닝 및 관리

Cisco Inter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Prime Service Catalog 
온디맨드 서비스용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

VACS
가상 서비스 및 워크플로 자동화

UCS Performance Manager
성능 모니터링 및 최적화

EnergyWise
연결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관리

Cisco UCS Central
분산된 데이터 센터를 위한 통합 관리

기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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