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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분분  내내  간단하게간단하게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는있는  소규모소규모  기업용기업용  스위치스위치

비즈니스비즈니스  네트워크네트워크  지원지원

Cisco 100 Series는 별도의 구성 작업 없이 소규모 기업에 안정적인 고성능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회사의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비롯한 모든 업무용 장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IT 부서를 따로 둘 수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 고성능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규모 회사를 위해서는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네트워킹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Cisco® 100 Series 스위치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소규모 기업용 
네트워크에 강력한 네트워크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작업 없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Cisco 100 Series 스위치는 Cisco Small Business Series의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유선 속도의 패스트 이더넷 또는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을 소규모 사무실에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모델과 랙 
장착형 모델이 있으며,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도 맞춤화가 가능하고,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몇 분 안에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고, QoS와 같은 고급 기능들을 지원하며, 장기간 
투자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Cisco 100 Series  스위치의스위치의  주요주요  기능기능  및및  이점이점

• 사용사용  편의성편의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작업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각 포트는 개별적으로 최상의 속도와 
반이중(half-duplex) 또는 전이중(full-duplex) 모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 표준표준  기반기반  호환성호환성  제공제공: 표준 기반 솔루션으로서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패스트 이더넷 및 기가비트 이더넷 장치를 비롯한 거의 
모든 네트워크 연결 장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케이블 
감지 기능이 있어 사용 중인 케이블 유형이 올바로 연결되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성능고성능: 고대역폭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제거하며, 대용량 파일을 수 초 내에 전송할 수 있는 빠른 
속도와 용량을 제공합니다.

• 고급고급  기술기술  지원지원: 스위치에 내장된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음성 
및 화상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지연에 민감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최고 성능으로 가동되도록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통합 QoS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별도의 관리나 구성 작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친환경친환경  솔루션솔루션: Cisco 100 Series 기가비트 이더넷 모델은 성능 
저하 없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또한, 팬이 없는 설계로 소음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비용도 
절감합니다.

• 투자투자  보호보호: 소비자 등급의 제품을 구입할 때와 달리 Cisco Small 
Business 네트워크 투자는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확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Cisco Small Business 투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라도 필요한 시스코 스위치로 보상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최대 Cisco 100 Series 
가격만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높은높은  안정성안정성: Cisco 100 Series 스위치는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매우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적의 가동 시간과 
성능을 보장하도록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제한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Cisco 100 Series의 기능과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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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기능  차트차트

제품제품 모델 (주문 번호)모델 (주문 번호) 포트포트 확장확장 포트포트 스위치스위치 용량용량 장착형장착형

패스트 이더넷

SF 100D-05 (SD205T) 5포트 10/100 1 Gbps 데스크탑

SF 100D-08 (SD208T) 8포트 10/100 1.6 Gbps 데스크탑

SF 100D-16 (SD216T) 16포트 10/100 3.2 Gbps 데스크탑

SF 100-16 (SR216T) 16포트 10/100 3.2 Gbps 랙 장착형

SF-100-24 (SR224T) 24포트 10/100 4.8 Gbps 랙 장착형

SF-102-24 (SR224GT) 24포트 10/100 *Mini-GBIC 콤보형 2포트 슬롯 8.8 Gbps 랙 장착형

기가비트 이더넷

SG 100D-08 (SD2008T) 8포트 10/100/1000 16 Gbps 데스크탑

SG 100-16 (SR2016T) 16포트 10/100/1000 32 Gbps 랙 장착형

SG 100-24 (SR2024T) 22포트 10/100/1000 *Mini-GBIC 콤보형 2포트 슬롯 48 Gbps 랙 장착형

SG 102-24 (SR2024CT) 22포트 10/100/1000 *Mini-GBIC 콤보형 2포트 슬롯 48 Gbps 데스크탑 또는 랙 장착형

*Mini-GBIC 콤보형 슬롯에는 10/100/1000BASET 이더넷 포트 1개와 파이버용 Mini-GBIC 슬롯 1개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1개 포트만 작동됩니다.

시스코의시스코의  제한적제한적  보증보증  정책정책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시스코 제품은 하드웨어 보증 정책(공장 교체 반품 포함) 및 팬과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1년의 보증 정책을 제공

합니다. 버그 수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구입 후 1년간 전화 기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www.cisco.com/go/smallbiz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 조건과 시스코 제품에 대한 기타 정보는 
www.cisco.com/go/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