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
Cisco ONE™ Software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성이 줄어들고 구매가 단순화되어 현재의 투자
가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 Software는 패키지
구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많은 기능을 제공하므로 고객은 더욱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Cisco ONE Software를 사용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Cisco SWSS(Software Support Service)를 통해 향후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 이용 가능

●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투자 보호

●

일반적인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

고객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유연한 라이센싱 모델

표 1은 일반적인 IT 당면 과제와 Cisco ONE Software를 이용해 고객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표 1.

IT 관리 당면 과제 및 Cisco ONE Software 이점

IT 관리 당면 과제

Cisco ONE Software 이점

줄어드는 IT 예산

비용 대비 향상된 가치 제공

IT 요구 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면서 IT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및 다운타임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회사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구축이 손쉬운 네트워크와 축소된 예산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Cisco ONE Software는 일반적인 고객 사용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패키지 가격에 제공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솔루션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 보호 강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추가 비용 없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교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인프라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IT 조직에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증가하는 리소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대책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보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데에는 수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Cisco ONE Software는 주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구매 옵션 부족

유연한 라이센싱 모델

조직에는 유연성 향상, 위험 감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구매 옵션이 필요합니다.

서브스크립션 기반 및 기타 유연한 구매 모델을 통해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정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구현의 어려움

위험 및 다운타임 감소

소프트웨어 구축 및 새로운 활용 사례 구현으로 현재 운영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sco의 기술 및 전문 서비스는 위험을 줄이고 다운타임을 단축하는
전문 지식, 스마트 툴 및 입증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유지 보수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 투자

ROI 및 가치 실현을 가속화

대부분의 IT 예산과 많은 워크로드가 일상적인 유지 관리에 집중되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데 제한이 따릅니다.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여 기술 투자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Cisco
기술 및 전문 서비스의 전문가 도움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실현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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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이란 무엇 입니까?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은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및 브랜치 전반에 액세스, 어그리게이션 및 코어 스위치를
®

구축하는 간단하면서도 더욱 경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Cisco Catalyst 제품군 스위치에 강력한 기능을 더해줍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보더리스 비즈니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그림 1).
그림 1.

Cisco ONE Software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은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및 브랜치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은 Cisco ONE Foundation for Wireless와 함께 완벽하고 안전하며 풍부한 기능을 갖춘
액세스 인프라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네트워크를 확장, 보호
및 최적화하는 강력한 툴로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이점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의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연결, 보호 및 관리
●

Layer 2 및 Layer 3 스위칭, 모빌리티, 보안 및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세그멘테이션 및 QoS에 이르는
종합적인 기능으로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유선, 무선 및 VPN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하나의 관리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

단일 정책 및 게스트 포털을 통해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
전반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통합합니다.

●

무선 및 유선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보증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관리를
간소화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

분산형 사무실 및 캠퍼스 환경의 전 범위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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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Campus Fabric
미션 크리티컬 작업의 복원력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확장성을 추가합니다.
●

이기종의 분산된 LAN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고급 Layer 3 기능으로 비즈니스 확대에 맞춰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복원력을 추가합니다.

●

보안, 규정 준수 및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네트워크를 분할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의 활용을 최적화합니다.

●

대역폭을 유지하고 고급 멀티캐스트 기능으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은 다음 기술을 이용하여 유선 네트워크를 관리, 보호 및 최적화합니다.
●

*

네트워크 서비스(IP Base 또는 서비스) 의 Layer 3 라우팅, 모빌리티, 보안, 고급 가시성, 향상된
QoS(플랫폼에 따라 다름) 기능 지원

●

**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Base 는 비 Cisco 디바이스 통합을 포함한 유선 및 무선 디바이스
액세스 컨트롤 및 보안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여 보안 정책 관리 및 제어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액세스(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및 IEEE 802.1X), 게스트 관리, 기본
BYOD(Bring-Your-Own-Device) 지원 및 링크 암호화(MACSec[MAC Security])가 제공됩니다.

●

™

Cisco Prime Infrastructure는 네트워크 - 디바이스 - 사용자 - 애플리케이션 - 엔드 투 엔드 및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하며, Cisco 부가 가치 기능 및 단일 창구(Single Pane of Glass) 관리
기능을 간편하게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향상하고 무선 및 유선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보증을
위한 핵심 관리 솔루션 역할을 합니다.

●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는 분산형 사무실 및 캠퍼스 환경의 전 범위에서 연결된 모든 장치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과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
●

*

Cisco Advanced Services(IP Services, Enterprise Services 또는 Advanced Enterprise Services) 의
고급 Layer 3 라우팅, VRF(Route Virtualization), NSF(Nonstop Forwarding) 및 멀티캐스트 기능 지원

플랫폼별 기능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은 다음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

Cisco Catalyst 2900 Series(2960 Series) 스위치: LAN Base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Cisco Catalyst 2900
Series 스위치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 스위치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50개 및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
**

Cisco IOS® Software 패키지는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플랫폼별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Cisco Catalyst 2000 및 3000 Series Switch 를 통한 50 개의 엔드포인트와 Catalyst 4000 Series Switch 를 통한 150 개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라이센스가 Cisco ONE Software 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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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atalyst 3000 Series(3850 및 3650 Series) 스위치: Cisco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러한
스위치에 대해 Cisco IOS IP Base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Cisco IOS IP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50개 및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 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

Cisco Catalyst 4500 Series(4500E 및 4500X Series) 스위치: Cisco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러한
스위치에 대해 Cisco IOS IP Base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Cisco IOS Enterprise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4500E 및 4500X 시리즈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150개 및 4500E 및 4500X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1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

Cisco Catalyst 6800 Series 스위치: Cisco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러한 스위치에 대해 Cisco IOS IP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Cisco IOS Advanced
Enterprise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150개 및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 1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표 2는 다양한 Cisco ONE Software 제품의 Cisco IOS Software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2.

Cisco ONE Software 제품 전반의 Cisco IOS Software 기능

Cisco IOS 라이센스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기본 플랫폼

LAN Base

LAN Base

LAN Base(4500)

IP 서비스

IP Base(4500X)
Foundation

–

IP Base

IP Base (4500) – (4500X)

Advanced

–

IP 서비스

Enterprise 서비스

Advanced Enterprise 서비스

표 2는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특징 및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테이블의 상단에는 다양한 플랫폼
전반의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하단에는 Cisco ONE
Campus Fabric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3.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특징 및 기능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애플리케이션 경험
Cisco Flexible NetFlow







미디어 기능(Mediatrace, 메타데이터, 성능 모니터링)







Web Cache Communications Protocol







Wire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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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IT 간소화 및 프로그래밍 기능
Smart Install









IP 서비스 레벨 계약







Embedded Event Manager

























SGT(Secure Group Tags) 및 보안 그룹 ACL(Access Control
Lists)







MACsec







Auto Smart Ports



서비스 검색 게이트웨이(Bonjour)
플러그 앤 플레이



강력한 보안으로 네트워크 보호

SGT Exchange Protocol









IEEE 802.1X









Device Sensor









우수한 복원력
Cisco StackPower®



Stateful Switchover







시간 절감 및 가시성 향상
Cisco Prime Infrastructure









Cisco Prime Assurance









(엔드포인트
50개)

(엔드포인트
50개)

(엔드포인트
150개)

(엔드포인트
150개)

(디바이스
150대)

(디바이스
150대)

포트 레벨까지 인프라를 보호
*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Base AAA 및 RADIUS,
Basic BYOD, Cisco TrustSec®(SGT), MACsec 및 External
REST(Representational Sate Transfer) Services
통합 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추구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디바이스 50대) (디바이스 50대)

더 넓은 대역폭으로 기존 Cat 5e 케이블링 또는 그 이상을 통해 최대 10Gbsp(802.11ac Wave 2 포함)까지 가속 가능
Multigigabit 이더넷(Mgig) 액세스

Catalyst 3850

Layer 3 기능 및 라우팅
RIP, OSPF Routed Access(경로 1,000개), EIGRP Stub, HSRP,
VRRP







정책 기반 라우팅,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BGP





Foundation

EIGRP





Foundation

IS-IS





전체 OSPF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IPv6 라우팅(OSPFv3, EIGRPv6 등)







정책 기반 라우팅







Cisco ONE Campus Fabric
Advanced Routing

© 2016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5/8 페이지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가상화
VRF





Foundation

VRF Lite





Foundation

레이어 2 VPN



MPLS 레이어 3 VPN



mGRE를 통한 L3VPN



Easy Virtual Network





보안
ACL Dry Run



ACL Atomic Commit



레이어 3 보안 그룹 태그



Foundation

Foundation

SSO(Stateful Switchover)를 통한 무중단 전송



Foundation

Foundation

IPSLA(IP Service-Level Agreement)



Foundation



IPSLA를 위한 EOT(Enhanced Object Tracking)



Foundation



복원력/가용성

Service Advertising Framework









Multiprotocol
Multiprotocol BGP

*

MPLS를 통한 이더넷



Native VPLS



Advanced VPLS



프로파일링, 보안 상태 및 TACACS+ 등의 추가 ISE(Identity Services Engine) 기능은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E(Identity Services Engine) 데이터 시트(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data_sheet_c78-656174.html)를 참고하십시오.

Cisco 및 파트너 서비스
Cisco ONE Software 서비스
Cisco 및 Cisco 인증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Cisco ONE Software의 주요 기능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고 투자를 보호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지원이 연계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는 최고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Software Foundation 및 Advanced Applications 제품군은 모두 지속적인 지원 및 유지 보수를 위해
Cisco SWSS(Software Support Service)를 사용합니다. SWSS는 Cisco ONE Software의 풍부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월이 필요합니다. SWSS는
지속적인 혁신, 라이센스 이동성, 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수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액세스, Cisco의 뛰어난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대한 액세스,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를 통해 투자를 보호합니다. 통합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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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S 계약 제공 사항:
●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TAC 액세스 가능

●

라이센스 권한이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 부수적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동성 사용 권한

●

지속적인 혁신 가능

●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투자 보호

Cisco 기반 O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커버리지를 보장받으려면 Cisco SNTC(SMARTnet Total Car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NTC는 Cisco ONE Software가 구축된 기본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24시간 글로벌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Smart Net Total Care에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IT 직원이 마음껏 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에 대한 TAC 액세스와 스마트 기능 사용 권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으로 SNTC 포털에 대한
셀프 서비스 액세스, Cisco 컬렉터 소프트웨어의 무료 다운로드, 포털 및 컬렉터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NTC에 포함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드웨어 및 기본 OS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TAC 액세스 가능

●

기본 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하드웨어 선교체

●

스마트 기능 사용 권한

통합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Cisco ONE Software 전문 서비스
Cisco ONE Software의 전문 서비스에는 도메인별 Cisco ONE Software 번들과 사용 사례에 맞춤화된 빠른 시작 지원
서비스(선택 사항)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든 Cisco ONE Software 기능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가 도움, 프로세스 및 툴이 포함된 Cisco 및 Cisco 파트너 전문 서비스 조직을 통해 기술적 이점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구현 위험성을 낮추며 가치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범위의 서비스를 고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클릭 한 번으로 Cisco ONE Software 제품과 함께 주문할 수 있어 주문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빠른 시작 서비스에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본 엔드 투 엔드 턴업(turn-up)이 포함되며 Cisco ONE Software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과 전략 워크샵

●

소프트웨어 환경의 준비 상태 평가

●

기본 네트워크, 컴퓨팅 또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논리적 변경

●

소프트웨어 설치, 컨피그레이션 및 사용자 지정

●

작업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 2016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7/8 페이지

●

마이그레이션 및 온보딩

●

기능 테스트

●

운영 실행서 개발

●

지식 이전

또한 Cisco는 다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포함해 Cisco ONE Software의 도입, 변경 관리 및 최적화를 위한 Day 2
서비스(선택 사항)를 제공합니다.
●

변경 거버넌스

●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지속적 평가, 모니터링 및 최적화

●

추가 기능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설계

●

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설계

●

기술 최적화 및 전환 계획

●

능동적인 버그 스크럽, 메트릭 측정 및 소프트웨어 검토

1일(빠른 시작 계획 및 구축) 및 2일(도입, 변경 관리 및 최적화) 전문 서비스를 통합하여 Cisco ONE Software를
최적으로 지원하며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 주문 정보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 제품 및 서비스 부품 번호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sco Capital: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

Cisco Capital 파이낸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CapEx)를 절감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투자비용과 ROI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적인 서드파티 장비 도입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결제가 단 한 번뿐입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추가 정보
Cisco ONE Software를 통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Cisco ONE
웹사이트(http://www.cisco.com/go/one)를 방문하십시오. Cisco ONE Software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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