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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스위칭 솔루션을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주요 10가지 이유

1.  시장 점유율 1위. 
Cisco는 스위칭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IDC에 따르면, Cisco는 지난 4분기 
동안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엔터프라이즈 스위칭 부문에서 56%의 
일관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기술 부문 1위. 
Cisco는 Gartner Magic Quadrant for Wired and Wireless LAN Access 
Infrastructure 부문에서 완벽한 비전과 시행 역량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3.  검증된 실적. 
Cisco는 스위칭 부문의 선구자로서 당사의 스위칭 제품군에서 20년 이상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수많은 스위칭 IEEE 표준은 
Cisco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4.  신뢰성. 
Cisco 스위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이중화 및 복원력 기능을 
제공하여 업타임을 높입니다. 또한 지능형 원격 트러블슈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정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SMB)을 위한 솔루션 제공. 
Cisco® START는 디지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SMB를 위해 제작된 
간단하고 안전한 스마트 솔루션 제품군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6.  간편성. 
Cisco 스위칭 솔루션은 간단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스위치는 맞춤 설정 가능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제로 터치 배포 및 GUI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여러 
스위치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보안. 
네트워크에서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Cisco 스위치에는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를 제어하고, 보안 공격 발생 시 이를 탐지하며,3 

네트워크를 통해 보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4 또한 Cisco에서는 
포괄적인 위협 방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분할을 지원하여 공격 표면을 
줄입니다. 

8.  스마트하게. 
Cisco 스위치는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가시성과 제어, 그리고 지능형 트래픽 관리를 제공하여 
고객이 오락성 트래픽보다 비즈니스 크리티컬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의 하이엔드 스위치는 음성 비디오 네트워크를 
디지털화하고 경험의 질을 높이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6 

9.  미래를 위한 워크스페이스 구축. 
Cisco 스위치는 PoE(Power over Ethernet)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스위치로 IP Phone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전력을 
공급하여 전선 연결을 간소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개방된 워크스페이스에 최적화된 팬리스(fanless) 저소음 
모델도 제공합니다.7

10.  엔드 투 엔드 솔루션. 
Cisco는 네트워킹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연결, 협업,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고 비즈니스를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1The Total Economic Impact of Cisco Catalyst Access Switches, Forrester Research
2Meraki 스위치 비용 절감 가이드
3NaaS(Network as a Sensor): Cisco Catalyst® 3650 및 2960-X Series Switches에서 지원됨.
4NaaE(Network as an Enforcer): Catalyst 3650 Series에서 지원됨.

고객 혜택
•  수많은 고객의 사용 및 테스트로 입증된 결과 

•  미래지향적 
•  투자 보호

•  동급 최고의 기술

•  지속적인 비즈니스 운영 
•  IT 생산성 증대

•  SMB를 위해 특별히 구축된 전용 솔루션

•  스위치 구성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맨아워 
최대 75% 감소1 

•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으로 평균 60%~80%의 
비용 절감2 

•  생산성 향상 
•  고객 경험 향상 
•  매출 증가 

•  100일 이상 걸리던 위협 탐지 시간을 6시간
으로 400배 이상 단축5 

•  위협을 신속하게 억제하여 ROI 140% 창출1 

•  여러 벤더의 솔루션을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리소스 및 시간 절감 

•  IT 단순화 
•  협업 개선 
•  에너지 비용 60% 절감2 

5Cisco 2017 연례 사이버 보안 보고서. 
6AVB(Audio Video Bridging): Catalyst 3650 Series에서 지원됨. 
7Catalyst 2960-L Series에서 지원됨. 

http://www.cisco.com/c/m/en_us/offers/nb01/gartner-magic-quadrant/index.html?keycode=001344736
http://www.cisco.com/c/m/en_us/offers/nb01/gartner-magic-quadrant/index.html?keycode=001344736
http://www.cisco.com/c/m/en_us/offers/nb01/gartner-magic-quadrant/index.html?keycode=001344736
www.cisco.com/kr/cisco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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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급 

•  언매니지드 
스위치 

•  플러그 앤 
플레이 

•  엔트리 레벨 
매니지드 
스위치 

•  사용 편의성

95/110 Series 
Unmanaged 

220/250 
Series Smart/

Smart Plus 

클라우드 매니지드 

가
격

 

•  엔트리 레벨 L2 
액세스 

•  1G SFP 업링크 
•  브랜치 구축에 
권장 

Cisco Meraki 
MS 220 

Cisco Meraki 
MS 225 

•  고급 
네트워크 
기능 

•  완전한 
매니지드 
방식 

기능 

350 Series 
Managed 

•  L2 액세스 
•  10G SFP+ 업링크 
•  80G 물리적 스태킹 
•  브랜치 구축에 권장 

Cisco Meraki 
MS 250 

•  10기가비트 
이더넷 

•  스태킹 

350X/550X 
Series 스태킹 

가
격

 

•  L3 액세스 
•  10G SFP+ 업링크 
•  80G 물리적 스태킹 
•  일반적인 구축에 
권장 

기능 

엔터프라이즈급 

•  L2 독립형 
•  1G SFP 업링크 
•  팬리스, 저소음 
작동 

•  LAN Lite IOS

Catalyst 2960-L 
Series 

Catalyst 2960-X 
Series 

Catalyst 3650/3850 
Series 

•  L2/L3 액세스 
•  80G 스태킹 
•  10G SFP+ 업링크 
•  NaaS(C1 

Foundation Lite 
포함) 

•  LAN Lite, LAN 
Base, IP Lite IOS 

기능 

•  L3 액세스 
•  10G SFP+ 업링크 
•  160Gbps 물리적 
스태킹 

•  성능이 중요한 
환경에 권장 

Cisco Meraki 
MS 350 

•  통합형 무선 컨트롤러 
•  L2/L3 액세스 
•  Cisco Stackwise 

160Gps/480Gbps 
•  10G/40G SFP+ 
업링크 

•  멀티기가비트 
•  NaaS/NaaE 
•  LAN Base, IP Base, 

IP Services IOS 

•  10G 파이버 
어그리게이션 

•  40G QSFP+ 업링크 
•  유연한 스태킹 

Cisco Meraki 
MS 425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Cisco START: www.cisco.com/kr/ciscostart
Cisco START 카탈로그: http://www.cisco.com/c/dam/m/en_sg/cisco-start/assets/pdfs/Cisco-Start-Catalog-1612AP-LDSL-1211.pdf 
Cisco 스위치: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index.html 

추가적인 지원은 Cisco START 상담 서비스 계정 이메일 csg-kr@cisco.com 또는 전화 0803 77 0880(수신자 부담)번으로 문의해주십시오. 

Cisco START 스위칭 포트폴리오 포지셔닝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이 통합 유선 및 무선 솔루션, 클라우드 매니지드 솔루션 또는 아웃오브더박스(out-of-the-box) 솔루션인지에 상관없이, 
Cisco는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알맞은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직원 수가 적고 사이트가 분산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매니지드 
IT에 친숙한 회사의 경우 Cisco Meraki를 안내하십시오. 맞춤 설정, 방대한 기능,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Cisco 
Catalyst® switches를 안내하십시오. 소규모 네트워크용으로 제작되고 가격이 책정된 온프레미스 매니지드 비즈니스급 스위치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Cisco 95-500 Series switches를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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