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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를 위한 인프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십니까?
Cisco® DNA(Digital Network Architecture)는 최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인프라는 견고한 아키텍처인 DNA에 결합되어 혁신적인 유선, 무선 및 라우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정책을 생성 및 적용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발맞춰 스위칭, 무선 및 라우팅 솔루션을
혁신하여 Cisco DNA를 지원하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손쉽게 배포하여 Cisco DNA에서 최상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그룹별로 정책 규정 준수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킹 시대의 도래. The Network. Intuitive.

현대의 기술은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적응과
지속적인 보호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텍스트 기반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도에 맞게 구동이 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킹 시대의 도래.
The Network. Intu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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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FRA(Flexible Radio Assignment)는
Cisco Aironet® Access Points에서만
제공하는 독보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폭증이
발생할 때 액세스 포인트가 네트워크를
자동 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Cisco DNA의 모빌리티 기능
주요 장점

모빌리티 기능

모빌리티 이점

통찰력 및 경험

하이퍼로케이션 기술이 적용된
Cisco CMX(Connected
Mobile Experiences)

1~3미터의 정밀한 위치 정확도를 통해 정확한 분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게스트 Wi-Fi
액세스를 보다 용이하게 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산을
추적하고 방문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Cisco Wi-Fi 및 비콘 데이터
포인트

Cisco는 프로그래밍 기능과 개방형 API를 갖춘 솔루션 에코
시스템을 통해 가장 세분화된 직원, 고객,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엄청난 가치를 실현합니다.

Cisco 액세스 포인트가
제공하는 모듈형 아키텍처

Wi-Fi 및 IoT(사물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용 사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실링(digital ceiling)을 지원합니다.

Cisco High Density
Experience (HDX)

전파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Wi-Fi 성능을 개선합니다.

Cisco Flexible Radio
Assignment

서비스 수준 요구를 충족하는 Wi-Fi 범위 및 용량을 제공합니다.

Cisco DNA Center

네트워크 패브릭 전반의 사용자/장치 ID,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토대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설계, 프로비저닝, 정책 적용 및 품질 보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배포를 위해 포괄적 인프라의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합니다.

Live Assurance

Live Assurance는 네트워크를 프로빙하고 DNA Center에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마치 현장 네트워크
관리자처럼 240개가 넘는 이상 현상을 추적하고 모든 패킷을
온디맨드 방식으로 즉시 검토합니다. 관리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무선 네트워크에서 보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패킷을 즉시
'감지'하고 심층 분석을 위해 DNA Center에 모든 정보를 다시
전송합니다.

자동화 및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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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를 위한 무선 제품:

Cisco DNA의 모빌리티 기능

• Cisco Aironet 4800 시리즈

주요 장점

• Cisco Aironet 3800 시리즈
• Cisco Aironet 2800 시리즈

모빌리티 기능

모빌리티 이점

Apple FastLane

iOS 장치가 지능적으로 통신을 수행하고 가장 적합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패스트 트랙 연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정하여 배터리 전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Jabber® 및
Lync SDN API

직원들이 인스턴트 메시징, 음성, 비디오, 음성 메시징, 데스크톱
공유 및 회의 기능에 어디서나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s Identity Services
Engine (ISE) 2.2

무단 연결을 차단하여 액세스를 보호하고 보안 사고의 영향을
제한합니다. 차세대 ID 및 액세스 제어 정책 플랫폼을 배포하여
규정 준수를 적용하고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며 서비스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Cisco의 혁신적인
맞춤형 액세스 포인트

비인가 장치, 무선 공격 및 간섭으로부터 전파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어카운팅, 사용량 기반의 네트워크 과금,
네트워크 계획, 보안, DoS(Denial-of-Service) 모니터링
기능,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비롯해 IP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주요 서비스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경험을 유지 관리합니다.

Cisco TrustSec®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비저닝을 간소화하고 보안 운영을
가속화하며 네트워크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Cisco Stealthwatch® 및
Cisco Umbrella™가
지원하는 완벽한 임베디드
보안 기능

세분화된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자산을
보호합니다.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확인하여 네트워크 가시성, 분석 및 보호 기능을
개선합니다.

• Cisco Aironet 1800 시리즈
• Cisco 8540 무선 컨트롤러
• Cisco 5520 무선 컨트롤러
• Cisco Meraki® MR

보안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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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Cisco의 스위칭 제품은 유선과 무선의
융합을 위해 일명 UADP ASIC(Unified
Access Data Plane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운영의 간편성과 확장성을
위해 컨버지드 유무선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Cisco DNA의 스위칭 기능
주요 장점

스위칭 기능

스위칭 이점

통찰력 및 경험

멀티 기가비트 업링크 지원

2.5 ~ 5Gbps의 NBASE-T Cat 5e 및 Cat 6 속도를 통해
유선 및 무선//802.11ac에서 멀티 기가비트 액세스 증가를
지원합니다.

SmartOperations

실시간 분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보장하고 경로 선택에
따른 비용을 줄여줍니다.

유선 및 무선 공통 기능

운영의 간편성과 확장성을 위해 컨버지드 유선 및 무선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통합 무선 LAN 컨트롤러

유선 및 무선을 아우르는
UADP ASIC
유선-무선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보장
자동화 및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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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소프트웨어 제품군

모델 기반 원격 분석 배포

DNA Center/SD-Access
프로그래밍 기능

네트워크 패브릭 전반의 사용자/장치 ID,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토대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설계, 프로비저닝, 정책 적용 및 품질 보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SD-WAN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프로비저닝 및 정책 적용을 자동화합니다.

EasyQoS

Cisco onePK 및 OpenFlow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는
동적 QoS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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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를 위한 스위칭 제품:

Cisco DNA의 스위칭 기능

• Cisco Catalyst® 9000 제품군

주요 장점

- Cisco Catalyst 9300 시리즈 스위치
- Cisco Catalyst 9400 시리즈 스위치
- Cisco Catalyst 9500 시리즈 스위치
• Cisco Catalyst 3650 및 3850 시리즈
• Cisco Catalyst 4500E 시리즈
+ Supervisor 8E
• Cisco Catalyst 6500 시리즈
+ Supervisor 6T
• Cisco Catalyst 6800 시리즈
• Cisco Catalyst IE Rugged 5000 시리즈
• Cisco Catalyst IE Rugged 4000 시리즈
• Cisco Nexus® 7700+M3 Card
• Cisco Meraki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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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규정 준수

스위칭 기능

스위칭 이점

유연한 네이티브 NetFlow

업계 최고의 고급 위협 방어 기술을 배포합니다.

유선 및 무선을 위한
Cisco TrustSec 및
SGT(Security Group Tags)

사용자, 장치, 위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기업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역할 기반 액세스를 조정합니다.

Cisco Network as
a Sensor

네트워크를 사용해 모든 세그먼트에서 보다 신속하게 위협을
감지해 중단시킴으로써 보안 WAN에서 고성능 암호화를
구현합니다.

네이티브 MACsec 암호화

보안 WAN을 위해 고성능 암호화 기술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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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Cisco DNA를 위한 라우팅 제품은 두
개의 고유한 기능을 하나로 결합하여
지사에 제품을 배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Cisco DNA Center를
활용하면 IT부서가 여러 지사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지능형 경로
선택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사용자
지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운영을 간소화 및 능률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의 라우팅 기능
주요 장점

라우팅 기능

라우팅 이점

통찰력 및 경험

Cisco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용량 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1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경로 선택

실시간 분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보장하고 경로 선택에
따른 비용을 줄여줍니다.

WAN 최적화(Cisco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및 Akamai)

Layer 4 ~ 7 최적화 및 지능형 캐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WAN 오프로드를 개선합니다.

사용량 기준 요금제에 따른
성능과 서비스

지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한 뒤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장비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Cisco DNA Center

네트워크 패브릭 전반의 사용자/장치 ID,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토대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설계, 프로비저닝, 정책 적용 및 품질 보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Cisco IWAN 앱

신속한 SD-WAN 배포를 위해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합니다.

Cisco Firepower® Threat
Defense for ISR

업계 최고의 고급 위협 방어 기술을 배포합니다.

Cisco Umbrella Branch
(OpenDNS)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해 멀웨어, 봇넷, 피싱 및
표적형 온라인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Cisco Stealthwatch
Learning Network 라이선스

패킷 캡처 및 머신러닝을 통해 지사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장치 수준에서 보안 사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2900 및 3900
시리즈 ISR에서는 Cisco UCS® E-Series 블레이드가 필요).

멀티코어 하드웨어
VPN 가속화

보안 WAN을 위해 고성능 암호화 기술을 배포합니다.

자동화 및 품질 보증

보안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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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 레디 라우터 제품:

서비스

• Cisco 4000 시리즈 ISR(Integrated
Service Routers)

Cisco Services를 통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가속화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계획 수립부터 마이그레이션 단계까지, 그리고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지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지침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귀하의 전환 여정을 앞당겨드립니다.

• Cisco ASR 1000 시리즈
어그리게이션 서비스 라우터
• Cisco Cloud Service Router 1000v
및 Cisco Integrated Services
Virtual Router
• Cisco Meraki MX

요약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디지털을 위한 완벽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는 견고한 Cisco DNA를 위한 인프라를 토대로 합니다.
The Network. Intuitive.
Cisco가 고객의 경쟁 우위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Cisco Digital Network Architecture
• Cisco 라우터
• Cisco 스위치
• Cisco 무선
• 3D DNA 레디 제품 카탈로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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