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고려 사항
Cisco ONE™ for Access로 LAN
및 모바일 디바이스 구축 및
관리
스위칭 구조를
통합된 단일
구성 요소로
관리합니다.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하나의 관리
시스템과 정책으로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매우 안전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액세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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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for Access로 5년간
절감된 TCO 1

CISCO ONE FOR ACCESS

당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유무선 액세스용 성능, 제어, 보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Cisco ONE for Acces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성능을 향상하는
네트워크 분석 및
QoS(Quality of Service) 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정교한 액세스 제어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투자
내용을 보호하십시오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안전한 사용자
액세스를 위한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
레이어 2 및 3 스위칭,
모빌리티, 보안, 애플리케이션

CISCO ONE CAMPUS FABRIC

단일 정책 및 게스트 포털을
통해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
유무선 및 VPN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위해 단일 관리
플랫폼 사용

비즈니스를 확대하거나 미션 크리티컬
운영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isco ONE Campus Fabric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급 레이어 3 기능을 사용해
비즈니스 확장에 맞춰
네트워크 규모 확대
고급 멀티캐스트 기능을
활용해 대역폭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

CISCO ONE FOUNDATION FOR WIRELESS

보안, 규정 준수 및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네트워크 분할

어떻게 하면 모빌리티 및 BYOD를 지원하는 비즈니스급
Wi-Fi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Cisco ONE Foundation for Wireless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시성을 토대로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을
확인 및 관리
유무선용 단일 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관리
간소화

비용을 절감하고, 스위치와 액세스
포인트 구축을 간소화하며,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을 개선합니다.

CISCO ONE ADVANCED MOBILITY SERVICES

단일 네트워크 정책으로
무선 디바이스 및 사용자를
사전에 관리

고객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Cisco ONE Advanced Mobility Service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황 인식 모바일 콘텐츠로
풍부한 고객 참여 환경 구축

Wi-Fi 기반 위치 분석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파악 및 운영 개선

푸시 알림 및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더욱 맞춤화된 가치 창출

cisco.com/go/one에서 Cisco ONE for Access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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