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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및 결론: 

• Cisco Catalyst 2960-X 및 Cisco Catalyst 2960-XR 스위치는 업계 

평균 기준 연간 에너지 운영 비용의 50% 이상을 절약 

• Cisco Catalyst 2960-X 및 Cisco Catalyst 2960-XR은 업계 평균 기준 

속도 대비 전력소모 효과를 55%까지 개선 

• EEE(Energy Efficient Ethernet)로 저속 링크 사용시 두 스위치 모델 

모두에 대하여 29% 이상 전력 절감 가능 

• 변속 팬 및 다양한 온도(-5-45°C 또는 0-113°F) 조절로 전력 소비 

최소화 

• Cisco EnergyWise로 PoE/PoE+ 장치의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 및 

조정하여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후에는 IP 전화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거나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해 에너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co Catalyst WS-C2960X-48TD-L 및 WS-C2960XR-48TD-I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는 Certified Green 프로그램에 따른 Miercom의 테스트 

결과 전력 소비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솔루션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Layer 2 및 Layer 3 

스위치에 대한 친환경 이점에 대한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지사/캠퍼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Cisco Catalyst 2960-X 및 

2960-XR 스위치는 4x1GE SFP 또는 2x10GE SFP+ 업링크 포트를 사용하는 

24개 또는 48개 구리선 이더넷 포트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8개의 스위치 

스택을 단일 가상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택 모듈 옵션도 있습니다. 

2960-X 스위치는 Layer 3 트래픽의 정적 라우팅을 지원하고 리던던시형 외부 

전원 공급 장치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 740W의 PoE 전원에 대한 고정식 

단일 전원 공급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isco IOS LAN Base 또는 LAN 

Lite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Cisco Catalyst 2960-X 및 2960-XR 스위치  
전력 효율성 – 100% 부하, 프레임 크기 1518바이트에도 우수한 속도 대비 전력 소비율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1518바이트의 프레임 크기와 100%의 Layer 2 트래픽 로드를 사용한 테스트에 따르면 
두 스위치 모두 속도 대비 전력 소비율을 기준으로 전력 소비 측면에서 업계 평균보다 
55% 더 우수한 효율성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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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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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XR 스위치는 Layer 3 트래픽의 정적 및 동적 
라우팅을 지원하고 현장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모듈형 전원 공급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교체가 가능한 보조 내부 핫스왑 전원 공급 
장치와 인라인 전원 리던던시를 제공합니다. 2960-
XR 스위치는 Cisco IOS IP Lite 이미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및 분석에 따르면 C2960-X 및 C2960-
XR은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Layer 2 및 Layer 3 스위칭 솔루션으로 밝혀졌습니다. 

절전 기능 

Catalyst 2960-X 및 2960-XR 스위치는 여러 개의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기능을 제공하고, 스택이 
가능하며 EEE(Energy Efficient Ethernet)를 
지원합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Cisco EnergyWise, 
스위치 휴면 모드, 다운링크 휴면 모드, 폭 넓은 
온도 조절 범위 및 변속 냉각 팬이 있습니다. 

C2960-X 시리즈에 속하는 모든 스위치의 스택은 
옵션으로 제공되는 FlexStack-Plus 핫스왑 모듈을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스택 가능한 최대 장치 수는 
8개입니다. 

C2960-X 및 C2960-XR 스위치는 IEEE 802.3az(EEE)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저속 링크 사용 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EE 적용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친 C2960-X 모델은 전력 소비를 
29.3%(13.1W)까지 줄여주고 C2960-XR 모델은 
31.4%(13.6W)까지 줄여줍니다. 

새 시스코 스위치의 휴면 기능은 대기 모드 또는 
저속 트래픽에서 C2960-X 및 C2960-XR 스위치가 
절전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 

은 프로그램 방식이기 때문에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 휴면 기능은 스위치의 로컬 콘솔을 
사용하거나 Cisco EnergyWise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중앙 위치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 휴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절전 예약을 
구성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 휴면 기능은 Catalyst 
2960-X의 전력 소비를 84%까지 줄여줍니다. 즉, 
링크 대기시 44.3W에서 대기시 7.2W로 
감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따르면 
C2960-XR의 경우 전력 소비가 81%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링크 대기시 43.7W에서 
8.4W로 감소되었습니다. 스위치는 예약에 따라 다시 
깰 때까지 휴면 모드를 유지합니다. 장비 전면의 
모드 버튼을 누르는 간편한 방법으로 스위치를 
예약된 시간보다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Cisco EnergyWise는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의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고, IP 연결 장비의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 제어 및 보고합니다. 또한 C2960-X 및 
C2960-XR 스위치에서 시스코 스위치 유휴 기능 
등의 절전 기능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원 프로필 

전원 프로필은 EEE 미적용시 1518바이트의 프레임 
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로드와 함께 Layer 2 
트래픽을 처리하는 스위치를 통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C2960-X는 초기 부팅 단계에서 15.3W를 사용했고 
링크 대기 상태에서 44.3W를 사용했습니다. 트래픽 
부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약간씩 
증가했습니다. 

 
그림 2: Cisco Catalyst 2960-X 및 2960-XR 전원 프로필  

Layer 2 트래픽(프레임 크기 1518바이트)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전원 프로필은 프레임 
크기가 1518 바이트이고 
다양한 로드에 대한 
Layer 2 트래픽을 
처리하는 C2960-X 및 
C2960-XR 스위치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EEE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업링크 및 유휴 
상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Catalyst 2960-
X 의 경우 44.3W, 
C2960-XR 의 경우 
43.7W 였습니다. 트래픽 
로드가 증가함에 따라, 
두 스위치의 에너지 
사용량은 점차 
증가했습니다.

휴면 
모드 

초기 
부팅 

링크 해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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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isco Catalyst 2960-X 스위치의 Layer 2 전력 소비 

WS-C2960X-48TD-L 스위치의 프레임 크기별 전력 소비(W) 

 256바이트 512바이트 1518바이트 9216바이트 IMIX 

휴면 모드 7.2 

초기 부팅 15.3 

링크 해제 대기 27.4 

링크 대기 44.3 

10% 44.6 44.6 44.5 44.5 44.7 

30% 44.9 44.9 44.8 44.8 44.9 

70% 45.1 45.1 44.7 44.7 45.0 

100% 45.2 45.1 44.8 44.8 45.1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Layer 2 트래픽을 
사용하는 C2960-
X의 전력 소비량 
측정은 다양한 로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프레임 크기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C2960-XR은 초기 부팅 단계에서 22.6W를 
사용했고 링크 유지 대기 상태에서 43.7W를 
사용했습니다. 전체 전원 프로필은 2페이지의 그림 
2를 참조하십시오. 

전력 소비 

Cisco Catalyst 2960-X 및 2960-XR 48포트 스위치 
테스트는 Layer 2 및 Layer 3 트래픽(64, 128, 256, 
512, 1024, 1518, 9216바이트 및 IMIX 프레임 
크기)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전력 소비는 
링크 해제 및 10%, 30%, 70%, 100%의 트래픽 
로드 조건에서 휴면 및 대기 상태에서 스위치를 
부팅하는 동안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측정은 EEE 
미적용 조건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력 소비는 표 1 및 표 2(4페이지)의 비교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C2960-X 및 C2960-XR의 모든 48개 포트는 
EEE를 지원합니다. EEE를 적용한 경우 전력 
사용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적거나 또는 전혀 없는 
경우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EEE 테스트는 1,000 프레임에 대한 각 버스트 
사이에서 변하는 버스트 간 간격(IBG)과 함께 
Layer 2 트래픽을 전송하여 이뤄졌습니다. IBG의 
길이가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IBG가 길수록 EEE는 더 적은 
전력 소비에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C2960-X 및 
C2960-XR은 EEE 적용 및 미적용 모드로 
테스트되었습니다. EEE 적용 및 미적용 사이의 
최대 전력 절감은 100ms의 IBG에서 발생했습니다. 
C2960-X의 경우 13.1W였고 C2960-XR의 경우 
13.6W(31.4%)였습니다. EEE 적용과 EEE 미적용시 
테스트된 각각의 IBG 사이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그림 3 및 그림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성능 

Miercom은 네트워킹 제품의 전력 소비에 대한 
업계 평균 값의 동향을 측정 및 추적합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IMIX, 트래픽 사용률(%), 사용 
가능한 업링크 및 모듈 등 트래픽 믹스에 대한 
프레임 크기가 고려됩니다.

C2960-X 스위치의 경우, 
EEE 적용과 EEE 미적용 
사이의 최대 전력 절약은 

100ms의 버스트 간 
간격에서 발생했습니다. 

절약된 전력은 
13.1W였고, 64바이트의 

프레임 크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3: Cisco Catalyst 2960-X 

전력 소비, EEE 적용 및 미적용 

 

 

 

 

 

 
 
 

대기 
버스트 간 간격(IBG)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EEE  

적용 

EEE 

미적용 



 

Copyright © 2013 Miercom Cisco C2960-X 및 C2960-XR 스위치 4 페이지 

표 2. Cisco Catalyst 2960-XR 스위치의 Layer 2 전력 소비 

WS-C2960XR-48TD-I 스위치의 프레임 크기별 전력 소비(W) 

 256바이트 512바이트 1518바이트 9216바이트 IMIX 

휴면 모드 8.4 

초기 부팅 22.6 

링크 해제 대기 29.1 

링크 대기 43.7 

10% 43.7 43.7 43.6 43.6 43.7 

30% 44.0 43.9 43.7 43.7 43.9 

70% 44.5 44.3 44.0 44.0 44.3 

100% 45.0 44.7 44.4 44.3 44.6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Layer 2 트래픽을 
사용하는 C2960-XR의 
전력 소비량 측정은 
다양한 로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프레임 
크기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업계 평균에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제품이 포함됩니다. 한 때 업계 평균에 포함되었던 
EOL(End of Life) 제품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업계 평균 전력 소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각 스위치의 성능은 100% 부하의 속도 대비 전력 
소비와 Layer 2 1518바이트의 프레임 크기를 
사용하여 업계 평균과 비교한 것입니다. C2960-X의 
속도 대비 전력 소비량은 0.66W였으나 C2960-XR 
스위치의 경우는 0.65W였습니다. 1 페이지의 그림 
1은 테스트 및 업계 평균에 따른 스위치의 전력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두 스위치 모두 전력을 
덜 사용하면서도 처리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C2960-X 스위치는 전력을 29.0% 적게 사용했고 
C2960-XR의 경우 30.1% 적게 사용했습니다.  

두 스위치의 전력 효율은  동일한 처리 속도 조건 

에서 관찰된 것과 같습니다. C2960-X의 처리 
속도는 67.11Gbps였고 C2960-XR의 경우는 
67.85Gbps였습니다. 

제품 효율성 

C2960-X와 C2960-XR는 작동 온도 범위(-5° ~ 
45°C(0° ~ 113°F)가 넓어 전력 소비 감소에 
기여합니다. 

냉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변속 팬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전력 소비 감소 외에도 업무 공간에서 
노이즈가 감소되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코는 작업 공정에서 소량의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설계하여 폐기물 유출을 최소화합니다. 
시스코 제품은 폐기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리퍼비시 및 재생하기 때문에 매립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4: Cisco Catalyst 2960-XR  

전력 소비, EEE 적용 및 미적용  

 

 

 

 

 

 

 
대기 

버스트 간 간격(IBG)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64바이트의 프레임 
크기를 사용하는 
C2960-XR 스위치에 
대하여 EEE 적용시와 
미적용시의 최대 
절전은 100ms의 
버스트 간 간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절약된 전력은 
13.6W 였습니다.

EEE  

적용 

EEE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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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isco Catalyst 2960-X 및 2960-XR 
스위치  
업계 평균 대비 연간 비용 

 

 

 

 

 

 

 

업계 평균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Cisco Catalyst 2960-X 스위치의 연간 운영 비용은 
19.37달러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업계 평균에 
해당하는 38.46달러에서 19.09달러 절약한 
금액입니다. Catalyst 2960-XR의 운영 비용은 
19.11달러로 업계 평균 대비 19.35달러 절약한 
금액입니다. C2960-X 및 C2960-XR 스위치 모두 업계 
평균 대비 연간 절감액은 50%에 달했습니다. 

시스코는 새로운 통신 및 관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및 환경 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이동에 대한 대안 제시로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혁신 

시스코는 총체적 혁신을 통해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선도하는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시스코의 친환경 혁신에는 
Cisco EnergyWise 및 SmartGrid가 포함됩니다. 
시스코의 목표는 장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Cisco EnergyWise Suite는 시스코 장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치 및 전화기, 프린터, 모니터, 가상 
서버, HVAC 시스템 등 네트워크와 연결된 기타 
장치의 소비 전력을 제어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martGrid는 통신을 
최적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에너지 그리드의 
비용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결합한 것입니다. Cisco 
EnergyWise Management 소프트웨어는 구내 및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관리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종이, 플라스틱 및 금속의 
양을 최소화한 시스코는 100%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자석, 고무 받침대 및 일반 케이블을 
포함한 불필요한 물품을 없애는 등 더 많은 
친환경 솔루션으로 이러한 재료를 대체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사례 

연간 운영 비용은 지사 환경에서 스위치를 
사용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산출됩니다. 운영 
비용 산출을 위해 평일 업무 기간(주) 동안 매일 
12시간동안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60시간 
중에서 10시간 동안은 스위치가 100% 작동했고 
나머지 50시간 동안은 70% 작동했습니다. 작업 외 
시간인 108시간(주말 48시간, 주중 12시간)의 경우 
스위치는 대기/준비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비용 산출을 위해 2가지 방식으로 전력을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EEE 미적용 시 70% 
용량에서 트래픽을 실행했고 다른 하나는 EEE 
미적용 시 100% 용량에서 트래픽을 실행했습니다. 

그림 5와 같이 Catalyst 2960-X와 2960-XR 모두의 
연간 운영 비용은 업계 평균 기준 대비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략적인 연간 절감액은 C2960-X 
스위치의 경우 19.09달러로, 업계 평균 대비 49.6% 
낮고, C2960-XR의 경우 19.35달러로 업계 평균 
대비 50.3% 낮습니다. 

업계 평균은 파이버 업링크 및 1GE 구리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48포트 1GE 스위치(비 
PoE)를 테스트하여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계 평균 산출 시 포함된 제품 공급업체로는 
Brocade, 시스코, Dell, D-Link, Extreme, HP 및 
Netgear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Miercom은 총체적 관점에 입각해 제품에 대한 
환경 분석을 수행합니다.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전력 효율성, 제조, 제품 및 제품 수명주기의 
일부인 기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 및 
전력 효율성은 제품 비교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타 조직의 친환경 보고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요인입니다. Miercom은 제품이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환경적 이점을 통해 진정한 
비즈니스 비용 절감 사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관점이 더 나은 접근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업계 평균 대비 경쟁력 지수는 동급 제품에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평가된 제품의 연간 전력 비용에 
대한 하나의 보기를 제공하고 제품이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반적인 이점을 줄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U
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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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베드 다이어그램 

IP 로드 생성기 환경 측정 도구 
  

 
 
 
 
 
 
 
 
 

Ixia XM12 

IP 로드 생성기 
 

 

 
출처: Miercom, 2013년 11월 

성공 비결 

Cisco Catalyst 2960X-48TD-L 및 Catalyst 2960XR-48TD-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특수 기능 및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테스트는 소비 전력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특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전력 소모량 측정: C2960-X 및 C2960-XR의 전력 소모는 실제 배치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링크 로드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소비 전력 측정에는 Watts up? PRO ES 
(www.wattsupmeters.com)를 사용했습니다. 네트워크 상호 연결 개발용 RFC 2544 벤치마킹 방법에 따라 
다양한 속도와 프레임 크기로 스위치에 트래픽을 로딩했습니다. 

부팅, 대기 및 10%, 30%, 70%, 100%의 로드 상태에서  Ixia XM12 트래픽 발생기(www.ixiacom.com)로 
Layer 2 트래픽을 실행하는 동안 소비 전력을 측정했습니다. 트래픽은 1GbE와 10 GbE 업링크에 각각 
적용되었고 업링크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스위치에 강도를 더했습니다. 모든 전력 측정은 110V, 60Hz의 
주파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전력 측정은 전력 소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소형부터 대형까지 
가변 프레임 크기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Miercom은 Ixia를 네트워크 장비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분야를 이끄는 업계 선두주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Ixia의 독특한 접근방식은 에너지 측정에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를 조정하여 활용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 볼륨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그래프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트래픽은 Layer 2-3 트래픽을 
라우팅 및 스위칭하기 위한 IxNetwork와 Layer 4-7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라우팅 및 스위칭하기 위한 
IxLoad와 같은 Ixia 테스트 플랫폼 및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성됩니다. 

환경 분석: C2960-X 및 C2960-XR에 대한 Miercom의 환경 평가에는 시스코 회사 전체 및 제품별 환경적 
영향 감소 노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분석에는 테스트를 받은 경쟁사 제품이 포함된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비교가 포함됩니다. 

테스트 내용을 소개하는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적절한 테스트 및 측정 장비로 본 테스트를 재현해보려는 
고객에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 재현에 관심이 있는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은 reviews@miercom.com으로 연락해서 테스트 대상 장치에 적용된 구성과 본 테스트에 사용된 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iercom은 제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제품 설치 환경을 
대상으로 본인만의 필요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분석 연구 및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SUT  
(Switch Under Test) 

Cisco Catalyst 2960X-48TD-L 
Cisco Catalyst 2960XR-48TD-I 

Miercom  

업계 평균  
Green Calculator 

 
 
 
 
 
 

Watts up? 
PRO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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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rcom 친환경 인증 

Miercom은 공인 친환경 테스트 방법(Certified 
Green Testing Methodology)에 따라 Cisco Catalyst 
2960-X 및 2960-XR 스위치를 분석했습니다.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는 Miercom Certified 
Green Award를 수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시스코가 제공한 실제 테스트와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Miercom은 Catalyst 2960-X와 2960-
XR가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Layer 2 및 Layer 3 
스위칭 솔루션임을 확인했습니다. 
 
 
 
 
 
 
 
 
 
 
 

Cisco Catalyst 2960-X 및  
Catalyst 2960-XR 스위치 

 
 

Miercom 제품 평가 서비스에 대하여 
 

Miercom은 Network World, Business Communications 
Review(NoJitter, Communications News, xchange, Internet 
Telephony 및 기타 유명 간행물) 같은 네트워크 분야의 주요 
정기 간행물에 다년건 수백 차례의 제품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립 제품 테스트 센터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Miercom의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Miercom 의 사설 테스트 서비스에는 경쟁 제품 분석과 개별 제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Miercom 은 Certified Interoperable, 
Certified Reliable, Certified Secure, Certified Green 등 다양한 인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평가는 업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유용성 및 성능 평가 
프로그램인 NetWORKS As Advertised 에 준하여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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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 언급된 제품명 또는 서비스는 해당 소유사의 등록상표입니다. Miercom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오류, 부정확 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Miercom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특정한 필요사항에 따른 분석에 대해서는 Miercom Consulting 같은 전문 서비스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Cisco Systems, In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1-800-553-6387 

www.cisco.com 

인쇄하기 전에 먼저 온라인 
배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