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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엔터프라이즈 게스트 액세스 제공 
요즘 커피숍이나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Wi-Fi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Wi-Fi는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객은 Wi-Fi에 쉽게 액세스하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ISE Express 소개 
하지만 소규모 조직과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팀에서는 핫스팟, Sponsored 액세스, 
자체 등록 포털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레벨 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라이센싱 번들인 ISE Express를 마련했습니다. ISE Express는 150개 
엔드포인트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용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및 RADIUS 기능을 매우 경쟁력이 높은 엔트리 레벨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제공 사항 
라이센싱 번들에는 150개 엔드포인트용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Base 라이센스, ISE 가상 머신, ISE Portal Builder 무제한 액세스, 그리고 
솔루션을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설치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Cisco ISE에는 디자인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 배너 등의 이미지를 추가하고 기업 브랜드와 일치하는 색 
테마를 선택하여 포털을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ISE Portal Builder는 
사용자가 고도로 맞춤화된 포털을 17개 언어로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툴이며, 손쉽게 사용자 정의하여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내보내기할 수 있는 디자이너 템플릿 집합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 ISE Express는 단일 인스턴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산형 솔루션으로 
실행하거나 고가용성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Cisco ISE 구축을 시작할 때 이 번들을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나중에 
추가 게스트나 고급 활용 사례를 지원하도록 설치를 편리하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isco.com/go/ise 를 
참조해 주십시오. Cisco ISE Expres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 Cisco 
리셀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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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가격 부담이 없는 간편한 
게스트 서비스 
업계를 선도하는 Cisco 
ISE의 엔트리 레벨 번들 

 ISE Express: 
단일 사이트 구축을 위한 
150개 엔드포인트용 ISE Base 
라이센스가 포함된 ISE VM 1개 
(비분산형, 고가용성 기능 없음) 

 기능: 
게스트 서비스, RADIUS/AAA, 
ISE Portal Builder가 포함된 
사용자 정의 포털 무제한 접근, 
쉽게 설명된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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