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연결성 애플리케이션 경험 현대화된 WAN

트러블슈팅에 걸리는 시간
을 며칠에서 몇 분으로 단축 

ThousandEyes의 장점 

공급자와 협업하여 증거 
기반의 에스컬레이션 실행 

네트워크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

Cisco Catalyst 9000 스위치를 
활용한 캠퍼스 서비스 어슈어런스 

솔루션 개요 

오늘날의 캠퍼스 네트워크 환경은 글로벌 인터넷 전 범위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 공급자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날마다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회사 소유가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성 부족으로 캠퍼스 외부의 상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성능 저하 또는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이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지, 다른 업체의 네트워크 때문인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때문인지 확인하기까지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스위치와 SaaS,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시성 
기업은 캠퍼스/브랜치 오피스용 Cisco Catalyst® 9300 및 9400 시리즈 액세스 스위치와 결합된 ThousandEyes의 가시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캠퍼스 LAN의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Catalyst 9300 및 9400 시리즈 스위치에서 ThousandEyes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SaaS,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비즈니스 필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엔드 투 엔드 가시성을 제공하는 Cisco® ThousandEyes Internet and Cloud Intelligence와 
함께 사용자 경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세요. 

•  모든 네트워크에서 캠퍼스의 핵심 SaaS, 내부 호스팅 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연결성과 가용성 보장

•  Microsoft 365, Salesforce, Cisco Webex® 같은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원 사용 경험을 측정 및 추적

•  언더레이 및 오버레이 네트워크 성능 양쪽에 대한 심층적인 가시성으로
구축된 SD-WAN 모니터링

LAN에서 SaaS, 내부 앱, IT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서비스 제공 경로와 내부 LAN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캠퍼스에 연결된 모든 서비스의 상태 및
가용성에 대한 알림과 보고서 제공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폴링 및 자동
디바이스 검색을 통해 디바이스 성능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

페이지 로드 워터폴(waterfall) 및 지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외부로 이어지는 다단계 트랜잭션*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Catalyst 9300 및 9400 시리즈에서 SSD 스토리지 옵션이 
필요합니다. 

오버레이 가시성과 홉별(hop-by-hop) Layer 3 
언더레이 경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SD-WAN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구축할 때 기본
네트워크 전송 및 eBGP(external Border Gateway 
Protocol)에 대한 가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index.html


스위치의 에이전트 

ThousandEyes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스위치에서 네이티브 지원 

DNA 라이센스 구매시 자동포함

ThousandEyes SaaS 기반 모니터링 및 관리 플랫폼에 액세스

Catalyst 9300 DNA Advantage Cisco DNA Premier

Catalyst 9400 

ThousandEyes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Flash Disk)

ThousandEyes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SSD)

앱 모드 임베디드 맞춤 설정

에이전트 유형 Light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Full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앱 호스팅 컨테이너 Docker Docker 또는 KVM

리
소
스

CPU 최소 요건 vCPU 1개 vCPU 2개

CPU 최대 허용 개수 vCPU 2개 vCPU 2개

메모리 2GB RAM 2GB RAM

앱용으로 예약된 스토리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지속적 앱 로깅 용량 1G SSD의 크기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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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9300 및 9400 시리즈의 ThousandEyes 
Cisco DNA Advantage 또는 Premier 구독이 포함된 Catalyst 9300 및 9400 시리즈 스위치는 ThousandEyes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라이선스당 5분 간격으로 실행되는 네트워크/웹 테스트 1회가 제공됩니다.* 고객은 지원되는 Catalyst 9000 스위치 및 Cisco 
DNA 구독 계층별로 어플라이언스 및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 대한 테스트를 예약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라우팅,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의 상호 연관된 성능과 더불어 전체 네트워크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Catalyst 9300/9400 Cisco DNA Advantage 또는 Premier를 구독하면 각각 ThousandEyes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1개(월별 유닛 22개)에서 5분마다 ThousandEyes 네트워크 테스트
또는 웹 테스트를 1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ThousandEyes 테스트 용량은 고객당 월 최대 110,000개 유닛입니다. ThousandEyes Cloud Agent 액세스 권한은 Cisco DNA
라이선스 엔타이틀먼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housandEyes Network and Application Synthetics를 추가 구매하여 테스트 용량을 늘리고 Cloud Agent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atalyst 9300 및 9400 시리즈 스위치에서 ThousandEyes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호스팅 

ThousandEyes를 Catalyst 9300 또는 9400 시리즈 스위치(Cisco DNA Advantage 또는 Premier 구독 포함)와 결합하면 네트워크 성능 및 
애플리케이션 경험에 대한 가시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서 ThousandEyes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시스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Catalyst 9000 통합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ousandeyes.com/
https://thousandeyes.com
https://www.thousandeyes.com/solutions/cisco-catalyst-9000-s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