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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Works LAN 관리 솔루션 

CiscoWorks LAN Management Solution 3.0 

제품 개요 

CiscoWorks LMS(LAN Management Solution)는 시스코 네트워크의 구성, 관리,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간

소화하는 강력한 관리 도구의 통합 제품군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기반 표준에 따라 CiscoWorks 

LMS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작업자가 브라우저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액

세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CiscoWorks LMS는 로컬로 설치되었던, 다중 서

버 배치로 배포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CiscoWork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리포지토리로서 역할을 수행

하는 자격 인증과, 모든 Cisco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목록을 중앙에서 유지관리합니다. CiscoWorks LMS 

Portal을 통해 개별 요구 또는 네트워크 작업 담당자로 구성된 그룹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 뷰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코와 타사 애플리케이션 기능 간의 통합과 탐색을 보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 CiscoWorks LMS Portal 

 

새로운 워크플로우 엔진인 CiscoWorks Assistant는 CiscoWorks 서버 설치를 위한 직관적인 절차와 네트워

크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2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 CiscoWorks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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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Works LMS는 중앙의 공통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벤토리 자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관리 오버헤드를 

줄이고 문제해결을 단순화하며, 전체 네트워크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별 관리 성능 간에 고유한 플랫폼

을 제공합니다.  

단일 DVD로 제공되는 CiscoWorks LMS 애플리케이션은 Windows 운영체제용과 Solaris 운영체제용이 제공

되며, 한 번 만에 빠르고 쉽게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Works LMS 3.0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 CiscoWorks Common Services 3.1(CiscoWorks LMS Portal 및 CiscoWorks Assistant 

포함) 

• CiscoView 6.1.6 

•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RME) 4.1 

• CiscoWorks Campus Manager 5.0 

• CiscoWorks Device Fault Manager(DFM) 3.0 

• CiscoWorks Internetwork Performance Monitor(IPM) 4.0 

CiscoWorks LMS는 작업의 자동화, 간소화 및 통합을 통해 IT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포괄적인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 CiscoWorks 제품군에 속합니다. CiscoWorks LMS는 Cisco Proactive 

Automation of Change Execution(PACE) 솔루션의 구성요소입니다. PACE는 구성, 변경 및 준수 관리를 중앙

에서 수행하는 Cisco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한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CiscoWorks LMS 3.0은 확장성, 성능 및 애플리케이션 수준 기능 면에서 향상된 버전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요 소프트웨어 릴리스입니다. LMS 3.0은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끼리 장치 정보를 공유합

니다. 이를 통해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 시스템을 보다 동적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DVD로 제공되는 CiscoWorks LMS 설치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스스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빠른 

업타임 및 기능과 함께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포털 인터페이스는 툴 간에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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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되었으며, 특정 개별 요구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데스크탑은 사용자 정의 뷰뿐만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뷰를 제공합니다. 

• Functional 뷰: 이 뷰는 현재 제공되는 제품과 유사하며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의 해당 기능 목록을 제공합니다. 

• System 뷰: 다양한 시스템 수준 속성(작업 상태, 백업 정보, 시스템 수준 이벤트, 

애플리케이션 관련 세부정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스템 수준 속성의 상태를 시스템 

수준 뷰로 제공합니다. 

• Network 뷰: 네트워크 관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수준 

보고서에 대한 빠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 Customized 뷰: 사용자가 정의한 뷰를 정의하고 저장하는 옵션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CiscoWorks LMS 3.0은 CiscoWorks Assistant라고 불리는 새로운 워크플로우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CiscoWorks Assistant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CiscoWorks LMS 3.0은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ACS)에서 유지 관리되는 보안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권한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Cisco Secure ACS 통합은 사용자 역할을 정의하고 특정 장치나 장치 그

룹 또는 지역별, 논리별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따라 사용자 뷰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

니다. 멀티스레딩 백그라운드 작업처럼 성능 면에서 대폭 개선되어 보고서 생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업

데이트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켰습니다.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싱과 관리형 장치의 공유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CiscoWorks LMS가 더 큰 네트워크로 배치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iscoWorks LMS는 오류 관리, 확장 가능한 토폴로지 뷰, 복잡한 구성, Layer 2와 Layer 3 경로 분석, 음성 

지원 경로 추적, WAN 성능 문제해결, 최종 스테이션 추적 및 장치 문제해결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집중

된 도구로 구성됩니다. CiscoWorks LMS은 CiscoWorks Common Services 관리 인프라와 파운데이션을 토

대로 구축됩니다. 이 설계는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 도구들을 단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으로부

터 연결하여 애플리케이션 간에 작업 워크플로우를 쉽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경로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하여 토폴로지 맵에 있는 장치를 강조해주는 CiscoWorks LMS 

Layer 2 경로 도구를 사용하여 느린 응답 시간이나 IP 전화 접속 불량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신속하게 분

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위치 또는 라우터 구성을 재빠르게 검사하여 예외 사항이나 변경이 필요한 항

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CiscoWorks LMS는 인터넷 표준을 사용하여 동급 최고의 도구를 서로 결합하고 데이터 및 작업 통합 표준

을 통해 각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CiscoWorks LMS는 데이터 공유 산업 표준인 CIM(Common Information 

Model)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 제품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1은 CiscoWorks LMS 3.0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표 2는 CiscoWorks LMS 3.0의 주요 기능과 이점

을 나타냅니다. 

표 1. CiscoWorks LAN Management Solution 3.0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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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설명 

CiscoWorks Device Fault 

Manager(DFM) 3.0 

장치 지식과 각 장치에 대한 시스코의 베스트 

플랙티스에 기반한 오류 규칙을 사용하여 실시간 오류 

감지, 분석 및 보고를 수행합니다. 

CiscoWorks Campus Manager 

5.0 

장치 및 접속 검색을 위한 강력한 Layer 2 도구 세트, 

상세한 토폴로지 뷰, 가상 LAN/LAN 

Emulation(VLAN/LANE) 및 ATM 구성, 최종 스테이션 

추적, Layer 2 와 3 경로 분석, IP 전화 사용자 및 경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RME) 

인벤토리 변경 관리 및 장치 변경 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네트워크 가용성, syslog 

분석을 통해 시스코 장치를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CiscoWorks CiscoView 장치의 전면/후면 패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GUI 를 

통해 동적, 색상 코드별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장치 상태 모니터링, 장치별 구성요소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 시작을 간소화합니다. 

CiscoWorks Internetwork 

Performance Monitor(IPM) 

네트워크 응답 시간과 가용성 문제해결 애플리케이션. 

이 도구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실시간 보고서와 내역 

보고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CiscoWorks Server(CiscoWorks 

Common Services 를 실행 

중인 Windows 또는 Solaris 

Server) 

공통 관리 데스크탑 경험을 위한 인프라와 모든 

CiscoWork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Cisco 애플리케이션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이 

포함됩니다. 

표 2. CiscoWorks LMS 3.0 의 주요 기능 및 이점 

주요 기능 구성요소 설명 

시스코 장치에 대한 

지능적인 자동 검색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뷰 생성 

CiscoWorks 

Campus Manager 

토폴로지 서비스는 Cisco 장치를 

검색하고 Layer 2 관계를 계산하여 ATM 

도메인, VLAN Trunking Protocol(VTP) 

도메인, LAN 에지 뷰 및 일반 Layer 2 

뷰별로 Cisco 네트워크 뷰를 제공합니다. 

토폴로지 상태 지시 제공 CiscoWorks 토폴로지 맵은 Cisco 장치에 대한 검색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5 

Campus Manager 및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맵은 

다른 CiscoWork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작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VLAN 및 ATM 서비스와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관리 및 모니터링 

CiscoWorks 

Campus Manager 

CiscoWorks Campus Manager 는 VLAN 을 

생성, 삭제 및 편집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가상 회로를 표시하고 

SPVC(Soft Permanent Virtual Connections) 

및 SPVP(Soft Permanent Virtual Path)를 

구성하는 ATM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위치 포트와 

연결되는 엔드 스테이션 및 

IP 전화에 대한 검색 및 

사용자 ID 로 사용자 위치 

식별 

CiscoWorks 

Campus Manager 

사용자 추적 기능을 통해 스위치 포트에 

대한 MAC 주소와 IP 주소를 

연관시킵니다. Microsoft 의 PDC 와 

Novell 의 NDS 트리 통합을 통해 사용자 

ID 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포트 관련 

활동의 “실시간” 컬렉션에 대한 동적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의 장치, 서버, 

전화 등 두 가지 지점 간에 

Layer 2 및 Layer 3 연결 

추적 

CiscoWorks 

Campus Manager 

경로 분석 도구는 장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Layer 2 와 Layer 3 

장치에 대한 경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맵 디스플레이에 테이블 

디스플레이 또는 추적 디스플레이로 

보여줍니다. 

자동 픽스 옵션을 사용하여 

불일치 보고 

CiscoWorks 

Campus Manager 

포트 속도 문제와 같은 포트 수준 

불일치를 빠르게 식별하고, 해당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류 조건을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감지 

CiscoWorks 

Device Fault 

Manager 

자동 오류 감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규칙 세트와 SNMP 트랩 필터 또는 장치 

폴링 간격을 정의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조건을 장치와 VLAN 

수준 각각에서 해석 

• CiscoWorks 

Device Fault 

사전 정의된 100 개 이상의 Cisco 

라우터와 스위치의 특성을 Cisco.co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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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DFM) 

3.0 

통해 새 장치 지원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CiscoWorks Device Fault 

Manager 는 Layer 2 와 Layer 3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PSIRT 와 판매중지(end-of-

sale) 및 제단종(end-of-life)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세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벤토리 보고 제공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 

CiscoWorks RME 는 메모리, 슬롯 수, 

소프트웨어 버전, 네트워크 결정에 필요한 

BootROM 등 Cisco 제품 인벤토리에 

대한 정확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PSIRT(product security incidents), 

판매중지(end-of-sale) 및 제단종(end-of-

life) 장치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치 소프트웨어 및 구성 

변경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엔진 제공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 

CiscoWorks RME 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구성 업데이트를 일정에 따라 선택된 

장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네트워크 업데이트와 

관련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된 문제해결 도구 센터 

제공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 

단일 위치에서 스위치 및 라우터 분석 

도구에 대한 다양한 컬렉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도구 

센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 변경, 감사 로깅 제공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 

포괄적인 변경: 네트워크에서 활성 상태인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 

레코드를 모니터합니다. 

그래픽 장치 관리 제공 CiscoWorks 

CiscoView 

CiscoView 는 Cisco 라우터와 스위치 

장치에 대한 브라우저 표현을 표시합니다. 

도구 구성 및 모니터링에 대한 액세스와 

함께 작동 상태를 색상 코드로 

나타냅니다. 

WAN 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 및 가용성 정보 제공 

CiscoWorks 

Internetwork 

Performance 

Monitor 

CiscoWorks IPM 은 지연 및 네트워크 

딜레이를 일으키는 장치의 식별을 

간소화하고, WAN 관리자가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VoIP(voice-over-

IP) 및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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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연한 사용자 

디스플레이를 위한 

네트워크 포털 

CiscoWorks 

Server 

포털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뷰를 

사용자 정의하거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 가지 기본 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설치 및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플로우 

CiscoWorks 

Assistant 

CiscoWorks Assistant 는 CiscoWorks 의 

설치를 간소화하고 장치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보안 

제공 

CiscoWorks 

Server 

관리 데스크탑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분류만 네트워크 매개변수 대비 

읽기전용 도구를 변경할 수 있는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사 통합 도구 및 

Network Management 

Integration 

Module(NMIM)과 같은 

인터페이스 제공 

CiscoWorks 

Server 

CiscoWorks Server 는 타사 또는 Cisco 의 

다른 관리 도구의 웹 통합을 

간소화합니다. 

표 3. 시스템 요구사항: 서버 

부품 

번호(SKU) 

Solaris Microsoft Windows 

CWLMS-

3.0-100-K9 

지원되지 않음 Intel Pentium 4, 2.6GHz 의 1 개의 

CPU(2GB 램 메모리, 4GB 스왑 공간) 

CWLMS-

3.0-300-K9 

• SunFire v210 - 1개의 UltraSPARC IIIi CPU, 

1.3GHz(Solaris 9에서 2GB 램 메모리, 4GB 

스왑 공간). 

• SunFire v210 - 1개의 UltraSPARC IIIi CPU, 

1.3GHz(Solaris 10에서 4GB 램 메모리, 8GB 

스왑 공간). 

Intel Pentium 4, 2.6GHz 의 1 개의 

CPU(2GB 램 메모리, 4GB 스왑 공간) 

CWLMS-

3.0-1.5K-K9 

SunFire v440 - 2 개의 UltraSPARC 

IIIi CPU, 1.28GHz(4GB 램 메모리, 

8GB 스왑 공간). 

Windows 2003 Server Standard 및 

Enterprise Editions(2 개의 Intel Xeon 

CPU, 3.66GHz, 4GB 램 메모리, 8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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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 공간). 

CWLMS-

3.0-5K-K9 

LMS Suite 의 제품별 전용 서버: 

SunFire v440 - 4 개의 UltraSPARC 

IV CPU, 1.03GHz(4GB 램 메모리, 

8GB 스왑 공간)*. 

• LMS Suite의 제품별 전용 서버: Windows 

2003 Server Standard 및 Enterprise Editions 4 

• Intel Xeon CPU, 3.66GHz(4GB 램 메모리, 

8GB 스왑 공간)*. 

CWLMS-

3.0-10K-K9 

• LMS Suite의 제품별 전용 서버: 

• SunFire v440 - 4개의 UltraSPARC IV CPU, 

1.03GHz(4GB 램 메모리, 8GB 스왑 공간)*. 

• LMS Suite의 제품별 전용 서버:* Windows 

2003 Server Standard 및 Enterprise Editions 4 

• Intel Xeon CPU, 3.66GHz(4GB 램 메모리, 

8GB 스왑 공간)*. 

최소 디스크 

공간 

80GB 80GB 

프로세서 

지원 

• UltraSPARC III(280R, 480R) 

• UltraSPARC IIIi 프로세서(V240, V250, V440) 

• UltraSPARC IV 프로세서(V490, V890) 

• UltraSPARC IV 이상 프로세서(V490, V890) 

• UltraSPARC T1 프로세서(Sun Fire T1000 

Server, Sun Fire T2000 Server) 

Intel 프로세서 

• Intel Xeon 프로세서(듀얼코어) 

• Intel 코어듀오 프로세서 T2600 - T2300 

• Intel Pentium 프로세서 Extreme Edition 

965(듀얼코어) 

• Intel Pentium D 프로세서 960(듀얼코어) 

• Intel Pentium 4 프로세서(하이퍼스레딩 기술) 

AMD 프로세서 

• 듀얼코어 AMD Opteron 프로세서 

• AMD Opteron 프로세서 

• AMD Athlon 64 FX 프로세서 

• AMD Athlon 64 X2 듀얼 코어 

 

*LMS 3.0 제품군의 모든 제품을 실행하는 솔루션 서버의 확장 가능한 최대 제한은 8GB 램 메모리와 16GB 스왑 공간으로 구성된 지

정된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가진 장치 3000개입니다. 

표 4. 시스템 요구사항: 클라이언트 

디스크 공간 • Solaris: 1GB 스왑 공간 

• Windows: 1GB 가상 메모리 

메모리 512M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최소한 인텔 펜티엄 4 프로세서를 실행할 수 있는 IBM PC 호환 시스템 

- Windows 2000 Professional(서비스 팩 4) 

- Windows 2000 Server(서비스 팩 4) 

- Windows 2000 Advanced Server(서비스 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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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2003 Standard 및 Enterprise Edition(서비스 팩 

1) 

- Windows 2003 R2 Server Standard 및 Enterprise Editions 

- Windows XP(서비스 팩 2) 

• Solaris 8, Solaris 9 

- (영어 및 일본어만)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6.0. 서비스 팩 2-Windows 2000, Windows Server 2003 

• Internet Explorer 7.0 

• Firefox 2.0 

 

주문 정보 

CiscoWorks LMS 3.0은 전 지역 시스코 공식 판매 및 유통 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하시

려면 시스코 주문 홈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CiscoWorks LMS 라이센스 옵션은 CiscoWorks LMS 제품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 게시판으로 이동

하려면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cscowork/ps2425/prod_bulletins_list.html을 클릭하십시오.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와 시스코 파트너는 Cisco Lifecycle Services 접근법을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가치와 투자

이익(ROI)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시스코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네트워크의 라이프사이클 전 주기 동안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기술과 네트워크 복잡도별로 정의합니다. 

 

추가 정보 

CiscoWorks LAN 관리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lms를 참조하거나, 해당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또는 제품 마케팅 그룹(lms-pm@cisc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업데이트: 2008년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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