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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
(Digital Network Architecture)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으로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킹 시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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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달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현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또, 수많은 작업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기업이 본래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Cisco DNA는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Cisco DNA는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줄이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운영을 가속화 및 단순화하는 데 이상적인 확장 
가능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중심 아키텍처입니다. 오직 시스코만이 심층적인 분석 정보와 통합 
보안이 뒷받침되는 단일 네트워크 패브릭을 제공하므로 전사적으로 자동화하고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를 도입하면 IT 직원이 반복적인 네트워크 설정 작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컨트롤러, 다양한 상황 분석 기능, 네트워크 
가상화 및 클라우드의 무한한 확장성을 토대로 자동화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Cisco DNA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킹 솔루션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대부분의 시스코 라우터, 스위치, 무선 시스템은 Cisco DNA를 기본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가입 방식을 통해 Cisco DNA 
Premier, Cisco DNA Advantage 또는 Cisco DNA Essentials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및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비저닝 시간 단축

네트워크 설치 및 문제 해결 시간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

보다 신속한 위협 감지를 통해 
위험 감소

차별화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하여 
혁신 촉진

편리한 라이센스 이전 및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투자 보호

개방형 플랫폼 API, 어댑터, SDK로 
IT 프로세스 간소화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블래어 앤트클리프 
UBC / 에너지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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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5%의 
비용을 절감하려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Cisco DNA 도입 
후 바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를 구현하면 자사의 요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상황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위협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성능 요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전면 수정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역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장비에 
일관적인 액세스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는 운영 정책 요건을 인식하고 
최적의 소프트웨어 이미지 및 패치가 적용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동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폐쇄형 및 하드웨어 중심 모델 대신, 네트워크 
전역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도메인과 통합되는 
사용자 설정 방식의 개방형 소프트웨어 중심 
플랫폼이 사용됩니다.

•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커맨트 라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정책 기반 자동화로 대체 됩니다. 

• 경계 중심의 사후 대응식 보안이 클라우드부터 
엔터프라이즈 에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상황 기반의 네트워크 자체 보안으로 
변경됩니다.

• 단순히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장비, 애플리케이션, 사물 및 네트워크의 
상황을 상시 예측하고 분석하는 수준으로 
진화합니다. 

Cisco DNA는 이러한 모든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 덕분에 일선 부서와 IT 부서가 
훨씬 더 민첩해지며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더욱 
빠르고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속도와 단순성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장비를 박스에서 꺼내 각각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또한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문제 해결이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컴퓨팅 기능과 서비스는 단 몇 초 만에 
완료되는 반면, 네트워킹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수주 혹은 심지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확장할 수 없습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재설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미했습니다.

• 중앙 집중식 관리: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 정책을 설계, 프로비저닝, 
시행하고 적절한 네트워크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및 지사 환경,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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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co DNA 아키텍처

Cisco DNA Center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학습

인텐트 컨텍스트

보안

정책       자동화     분석

시스코는 고객이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민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제품 및 솔루션(표 1)에 적용했습니다. 그림 1에는 Cisco DNA가 지속적인 학습, 적응, 보호 체제를 통해 
상황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자동화: Cisco SD-Access로 일원화된 정책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벽하게 자동화하여 전체 
액세스 네트워크가 단일 패브릭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Cisco SD-WAN으로 지사의 
인프라 구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구성, 프로비저닝 및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관리 환경을 간소화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 사용자, 장비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신 러닝을 통해 비즈니스 및 운영 상황 
분석 정보를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분석 정보를 
확보하여 더욱 효과적인 맞춤식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철저한 네트워크 분할로 위협을 억제하고 
네트워크 전역에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심지어 암호화된 트래픽에 
내재된 위협과 취약점도 감지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 브랜치, 코로케이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수분 내에 
구현하고 완벽한 단일 네트워크에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플랫폼: 다른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기 적합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T 운영을 단순화하고, 혁신을 
실현하며, 비즈니스 정책에 맞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 시작하기

별도의 가이드가 없으면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IDC와 협업하여 네트워크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네트워크 기능 로드맵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사의 
네트워크 성숙도를 이해하고, 원하는 목표를 
계획하며,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이점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세히 보기 

시스코 서비스

시스코와 시스코 파트너는 고객의 네트워크 
성숙도와 관계없이 고객이 디지털 네트워크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준비도 
평가와 확장 가능한 설계부터 자동화 도구와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코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구현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과 복잡성을 
줄이며, 네트워크를 교체하는 동안에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digital-network-architecture/dna-digital-advisor.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rvice-li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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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isco DNA 제품 및 솔루션 

제품 또는 솔루션 설명 이점Cisco DNA 프로모션

디지털로 전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근 프로모션을 확인하십시오.

상세 정보 

고객 성공 사례
오늘날 고객은 시스코의 디지털 지원 네트워크를 
무기로 삼아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 성공 사례에서 다른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Cisco DNA 솔루션을 구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세 정보

사용자 설정 방식, 컨트롤러 기반 
자동화, 편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선된 시스코 장비용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관리용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고급 모니터링 
기능과 통합된 사용자 액세스 정책을 
간편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 API, 어댑터 및 SDK를 
지원합니다.

철저한 분할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사용자 정책 액세스를 자동화하며, 
유선, 무선 및 IoT 환경의 네트워크 
패브릭을 일원화합니다.

WAN 및 브랜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덕분에 
안전하고 유연하며 풍부한 서비스를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실시간 분석 및 정보 수집 
수단으로 사용하여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 더욱 
세분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전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방식,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SDN 기반 
자동화를 통해 IT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네트워크를 설계, 프로비저닝, 
모니터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정책 
기반 온보딩 환경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업타임을 
극대화합니다. IT 프로세스를 
능률화하고, 다른 영역과 통합되며, 
타사의 장비와 호환됩니다.

보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분 내에 
모든 사용자, 장비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보다 손쉬운 구현과 전송 
독립성 덕분에 민첩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된 트래픽에 내재된 
위협도 감지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전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정보를 확보하여 
네트워크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보안으로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IOS® XE 
소프트웨어

Cisco DNA Center

Cisco SD-Access
(Software-Defined
Access)

Cisco SD-WAN

Cisco DNA 보안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promotions-free-trials.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network-architecture-customer-success-stories.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ios-nx-os-software/ios-xe/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d-wan/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enterprise-network-security/index.html


제품 또는 솔루션 설명

솔루션 개요
시스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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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Cisco DNA 소프트웨어

현재 보유 중인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을 시작한 후, 시스코 
DNA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수개월 또는 수년간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꾸준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라우터, 스위치 및 무선 제품에서 Cisco DNA 기능을 사용하려면 라우터, 스위치 및 무선 제품용 Cisco 
DNA Center 어플라이언스와 Cisco DNA 소프트웨어 가입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각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등급(Cisco DNA Essentials, Cisco DNA Advantage 및 Cisco DNA Premier)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Cisco Capital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연한 결제 솔루션

Cisco Capital은 고객이 목표 달성, 비즈니스 혁신 실현 및 경쟁력 유지에 적합한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총소유비용(TCO) 절감, 자금 절약, 성장 촉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 개국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유연한 결제 솔루션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드파티 장비를 예측 가능한 결제 방식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시스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시스코는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기업 IT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시스코의 도움을 받는 기업의 IT 부서와 경영진은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IT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나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Cisco DNA는 
기업이 수익 창출 기회를 발굴하고, 비용과 위험을 
줄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시스코와 함께 하는 기업은 네트워크 운영을 
간소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IT 및 비즈니스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파트너와 함께 기업이 시장 변화를 
감지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게끔 지원합니다.

다음 단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Cisco DN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go/dna

사용자, 장비,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과거, 실시간 및 예측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다각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텔레메트리 기능으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네트워크 
상태를 알려줍니다.

물리적 라우터 또는 가상 라우터, 
스위치 및 무선 제품이 Cisco DNA의 
토대 역할을 합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시스코 및 시스코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코 또는 동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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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권고안에 따라 
더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 Center와의 
통합으로 사용하기 쉬운 단일 
대시보드가 심층 분석 기능을 
지원합니다. 머신 러닝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합니다.

Cisco DNA 소프트웨어 기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인프라를 
견고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Cisco 
DNA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 
Assurance

디지털 레디
인프라

https://www.cisco.com/go/dna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oftware/one-wan-subscription/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oftware/one-subscription-switching/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oftware/one-wireless-subscription/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buy/payment-solutions.html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digital-network-architecture/brochure-c02-738188.pd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dna-analytics-assuranc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