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셔 

시스코 2600/2800/3700/3800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지향 네트워크 모듈  

 

Cisco® 2600/2800/3700/3800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지향 네트워킹 모듈(그림 1)은 시스코 라우터용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이들은 고도로 

분산된 서비스 지향적인 기존 아키텍처에 기반해, 오늘날의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간에 필수적인 통합 지점을 제공하는 

시스코 시스템즈®의 새로운 제품 세트 중 일부입니다. 시스코의 AON(Application-Oriented Networking) 기술은 새로운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를 네트워크에 공급하여 실시간 가시성, 보안, 이벤트 기반의 메시징, 최적화된 전송 및 기타 핵심 통합 및 배치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시스코 AON 네트워크 모듈  

 

 

시스코 2600/2800/3700/3800 시리즈의 모듈형 액세스 라우터(그림 2)는 지사 사무실에 매우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통합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엔터프라이즈/서비스 제공업체 수준의 다양성, 통합성 및 강력한 성능을 지사 사무실까지 확장합니다. 

그림 2. 시스코 3800 시리즈 라우터 

 
시스코 AON 네트워크 모듈은 중소 규모 지사의 요구수준에 부합되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층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시스코의 최첨단 설계는 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소들을 하나의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및 여러 형태의 환경에 유동적으로 적용가능하게 합니다. 시스코 AON 네트워크 모듈에는 시스코 AON 노드를 

관리 및 공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은 물론, 다양한 순서로 구성 가능한 “블레이드렛(bladelet)" 모음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모듈에는 모든 사용자 환경, 동작 또는 형식에 대해 유연한 확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및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듈은 운영상의 일관성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중앙 집중식 관리를 제공하여 총 

소유 비용을 줄여줍니다. 

표 1과 2는 제품 사양과 주문용 부품 번호를 제공합니다. 

표 1. 제품 사양 

 

기능 설명 

하드웨어 단일 프로세서; 온보드 RAM (512 MB)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0GB) 

소프트웨어 

_ 
내장된 Cisco AON Software v1.0 

플랫폼 호환성 시스코 2600XM, 2691 라우터 및 시스코 2800/3700/3800 시리즈 라우터 내의 단일 네트워크 모듈 슬롯 

확장성 여러 모듈을 동일한 섀시에 배치하고 단일 “가상 클러스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소프트

웨어 호환성 
라우터 내에서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3(6)T 이상 

실제 치수 1.55 x 7.10 x 7.2 인치(3.9 x 18.0 x 18.3cm) (높이 x 가로 x 세로) 

전력 소모량 다양함 

승인 및 규정

준수 

 · EM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Part 15 Class A; EN55022 Class B: AS/NZS 3548 Class A; 

CISPR22 Class B; Virtual Circuit Connection Identifier (VCCI) Class B; EN55024; EN61000-3-2; EN61000-

3-3 

안정성: Underwriters Laboratory 1950; CSA-C22.2 No. 950, EN 60950, IEC 60950 

환경 사양 동작 온도: 섭씨 0-40 도(화씨 32-104 도); 상대 습도: 5% ~ 95%(비응축) 

 

표 2. 주문 정보 

부품 번호 설명 

NM-AON-K9 시스코 2600/2800/3700/3800 시리즈 AON 네트워크 모듈 

SF-AON-1.0-K9 Cisco AON Software v1.0(시스코 2600/2800/3700/3800 시리즈 AON 네트워크 모듈용) 

 

참고: 관리 구성요소, Cisco AON Management Console 및 Cisco AON Development Studio 는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고객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인력, 프로세스, 툴, 

파트너가 모두 함께 시스코만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나타납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여러분이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비하여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스코 AON 제품에는 Cisco Advanced Services(시스코 고급 서비스)가 번들로 제공되므로, 배치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이 제공되는 구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번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스코 AON 번들 서비스를 방문하십시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나 시스코 고급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시스코 애플리케이션 지향 네트워킹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http://www.cisco.com/go/AON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svcs/ps3034/serv_category_home.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vcs/ps11/serv_category_home.html
http://www.cisco.com/go/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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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SI 파트너 ㆍ㈜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ㆍ쌍용정보통신㈜ 02-2262-8114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ㆍ㈜인네트 02-3451-53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400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링네트 02-6675-1216 ㆍSK 씨앤씨㈜ 02-6400-0114 
 ㆍ한국 IBM 02-3781-7800 ㆍ한국후지쯔㈜ 02-3787-6000 ㆍ한국 HP 02-2199-0114 
 ㆍ㈜콤텍 시스템 02-3289-0114     
■ Silver SI 파트너 ㆍ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ㆍ한국 NCR 02-3279-4300   
■ Uncertified SI 파트너 ㆍ오토에버시스템즈 02-3458-1400     
■ Local 디스트리뷰터 ㆍ㈜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ㆍ㈜영우디지탈 02-6004-7050 ㆍ㈜ SK 네트웍스 02-3788-3673 
 ㆍ㈜아이넷뱅크 02-3400-7490     
■ IPCC 전문파트너 ㆍ한국 IBM 02-3781-7114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GS 네오텍 02-2630-5280 
 ㆍ한국 HP 02-2199-4272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 Optical 전문 파트너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미리넷㈜ 02-2142-28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900 
■ IP Communication 전문 파트너 ㆍ크리스넷 1566-2837 ㆍ㈜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 Security 전문파트너 ㆍ인포섹㈜ 02-2104-5114 ㆍ㈜티아이에스에스  051-743-5940 ㆍ유엔넷시스템즈㈜ 02-565-7034 
 ㆍ㈜나래시스템 02-2199-5533     
■ WLAN 전문파트너 ㆍ㈜에어키 02-584-3717 ㆍ사운드파이프코리아㈜ 02-568-5029 ㆍ㈜해창시스템 031-343-7800 
■ Storage 전문 파트너 ㆍ(주)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ㆍ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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