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센터
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고려 사항
Cisco ONE™ for Data Center로
데이터 센터용 소프트웨어를
간편하게 구매 및 관리
확장 가능하고
복원력 높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간에
워크로드를
신속하고 안전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안전한 프라이빗,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IT
민첩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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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for Data Center로
4년간 절감한 TCO 비율 1

CISCO ONE FOR DATA CENTER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민첩성과 신속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Cisco ONE for Data Center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기술로
항상 최신 상태 유지

데이터 센터에 풍부한
기능과 혁신 기술 추가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투자를 보호하고
유연한 라이센싱 모델로 장기간에 걸쳐
지출을 분산하십시오.

CISCO ONE FOUNDATION FOR COMPUTE

통합 컴퓨팅 인프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Cisco ONE Foundation for Compute를 고려해 보십시오.
컴퓨팅 리소스 카탈로그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제공
셀프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몇 분 만에
컴퓨팅 및 가상 머신 프로비저닝

CISCO ONE ENTERPRISE CLOUD SUITE

프라이빗 클라우드용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에 워크로드 배포

Cisco ONE Enterprise Cloud Suite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카탈로그에서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 위한 물리적
및 가상 인프라 주문
단일 창에서 프로비저닝,
관리 및 문제 해결

IT 업무를 자동화하며,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가속화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스택의
제공 설계, 구성 및 자동화
자동화된 워크플로로
수동 프로세스 교체

CISCO ONE FOUNDATION FOR DATA CENTER NETWORKING

데이터 센터에 워크로드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isco ONE Foundation for Data Center Networking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결함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 제공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고유한 방식으로
최적화된 정책 정의
네트워킹 구축

CISCO ONE DATA CENTER FABRIC

가시성,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개선을
통한 관리 간소화

안전한 통합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

Cisco ONE Data Center Fabric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규모로 지능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멀티 테넌트 환경을 위해
안전한 트래픽 격리 보장

LAN과 SAN을 통합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간소화

TechWise TV (cisco.com/go/one)를 시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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