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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더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Cisco DNA 솔루션이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통해 어떤 
이점들을 제공하는지 알아보세요. 아래의 IT 우선 순위를 살펴보고 각 솔루션에 대해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권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isco DNA Center에서 
한눈에 디바이스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승인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 Center
는 기업의 비즈니스 정책을 
반영하여 각각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구성에 적용합니다. 
자동화를 통해 신속한 변경과 
적용이 가능해 오류를 없애고 
네트워크를 더 민첩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고 사용자 
기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는 
즉각적인 문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DNA Assurance와 
함께한다면, 클라이언트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로부터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하고,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 조치가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첨단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Cisco DNA Center 자동화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 
• Cisco DNA Center 어플라이언스: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단일 창구 
• Cisco® Catalyst® 9000 액세스 포인트 및 무선 컨트롤러: Wi-Fi 6를 지원하는 디바이스 
• Cisco Catalyst 9000 스위치: 내장된 보안, IoT, 모빌리티 및 클라우드 최적화
• Cisco 4000 및 1000 Series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Cisco DNA를 지원하는 라우터, 내장된 

보안, 클라우드 기능

Cisco DNA Center 자동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 Cisco DNA Essentials: 플러그 앤 플레이 애플리케이션과 LAN 자동화 같은 기본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 Cisco DNA Advantage/Premier: 애플리케이션 정책 및 

Cisco SD-Access(Software-Defined Access) 같은 고급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Cisco Customer Experience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 Cisco DNA Advisory Service: 비즈니스 및 I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제공합니다.
• Expert guidance: Cisco DNA를 위한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십시오.

솔루션: Cisco DNA Assurance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 
• Cisco DNA Center 어플라이언스: 단일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가시성과 통찰력, 일시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기록을 살펴보는 문제 해결, Cisco의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권장되는 수정 사항 
• Cisco Catalyst 9000 액세스 포인트 및 컨트롤러: Wi-Fi 6를 지원하는 디바이스 
• Aironet® 4800 액세스 포인트 및 Intelligent Capture: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 고속 연결
• Cisco Catalyst 9000 스위치: 내장된 보안, IoT, 이동성 및 클라우드 기능
• Cisco 4000 및 1000 Series ISR: Cisco DNA를 지원하는 라우터, 내장된 보안, 클라우드 기능

Cisco DNA Assurance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 Cisco DNA Advantage/Premier: 디바이스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고 

Cisco AI Network Analytics를 통해 교정을 제안합니다.

Cisco Customer Experience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Cisco DNA Center Advise and Implement: 검증된 설계, 입증된 프로세스, 혁신적인 툴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위험을 줄입니다.
• Expert guidance: Cisco DNA를 위한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십시오.

시작하기

데모 보기

네트워크를 자동화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빠른 문제 해결로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catalyst-9000.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catalyst-9000.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4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1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solution-overview-c22-738468.pd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rvice-listing.html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dna-analytics-assurance.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catalyst-9000.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wireless/aironet-4800-access-points/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catalyst-9000.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4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1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at-a-glance-c45-739527.pd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rvice-listing.html
https://www.cisco.com/c/m/en_us/solutions/enterprise-networks/intent-based-networking-guide/network-automation.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dna-software-series.html


pg 2/3

연결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각 
사용자마다 필요한 액세스 요구 
사항이 다양합니다. Cisco SD-
Access는 네트워크를 비슷한 
요구사항와 역할을 가진 사용자 
그룹으로 세분화하며, 그룹을 
서로 분리합니다. 

솔루션: Cisco SD-Access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 
• Cisco DNA Center 어플라이언스: 사용자 지시별로 그룹을 정의하고, 그룹 트래픽을 분리하기 위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어플라이언스: 사용자 및 사물을 인식하고 인증하고 권한 

부여하고, 사용자를 온보딩하고, 액세스 정책을 적용합니다. 
• Cisco Stealthwatch® 어플라이언스: 위협을 탐지하고 암호화된 트래픽 분석을 수행합니다.
• Cisco Catalyst 9000 액세스 포인트 및 컨트롤러: Wi-Fi 6를 지원하는 디바이스
• Cisco Catalyst 9000 스위치: 내장된 보안, IoT, 이동성 및 클라우드 기능
• Cisco 4000 및 1000 Series ISR: Cisco DNA를 지원하는 라우터, 내장된 보안, 클라우드 기능

Cisco SD-Access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 Cisco DNA Advantage: SD-Access를 지원합니다. Cisco ISE를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Cisco ISE Base 또는 Plus: 세분화된 사용자 인증 및 온보딩을 지원합니다. 
• Cisco Stealthwatch: ETA(Encrypted Traffic Analytics) 가능 하드웨어에서 ETA를 지원합니다.
• Cisco DNA Premier: Cisco DNA Advantage, Cisco ISE Base 및 Plus, Cisco Stealthwatch 

소프트웨어를 모든 사용 사례에 맞는 편리한 단일 라이선스로 결합합니다.

다음과 같은 Cisco Customer Experience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Cisco SD-Access 서비스: 전문가의 자동화 및보안 안내를 통해 혁신을 확장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으십시오.
• Expert guidance: Cisco DNA를 위한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십시오.

더 이상 사용자들이 사무실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안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IoT 디바이스가 점점 
흔해짐에 따라 어디에서든지 
보안이 필요합니다. 위협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Cisco DNA 보안은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공격 표면을 줄이고, 사고 
대응을 가속화하고, 보안 
침해를 확산되기 전에 
차단합니다.

솔루션: Cisco DNA 보안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 
• Cisco DNA Center 어플라이언스: 네트워크에서 보안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 Cisco ISE 가상 또는 어플라이언스: 빠르고 쉽게 정책을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 Cisco Stealthwatch 어플라이언스: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Cisco DNA Security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 Cisco ISE Base 또는 Plus: 세분화된 사용자 인증 및 온보딩을 지원합니다. 
• Cisco Stealthwatch: ETA 가능 하드웨어에서 ETA를 지원합니다.
• Cisco DNA Premier: Cisco DNA Advantage, Cisco ISE Base 및 Plus, Cisco Stealthwatch 

소프트웨어를 모든 사용 사례에 맞는 편리한 단일 라이선스로 결합합니다.

다음과 같은 Cisco Customer Experience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Critical Services: 네트워크를 세분화하여 기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Expert guidance: Cisco DNA를 위한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십시오.

Cisco DNA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십시오.

데모 보기

시작하기

일관된 정책을 전체 액세스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자동화하십시오.

보안을 통합하여 가시성을 얻고 위험을 줄이십시오.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datasheet-listing.html
https://www.cisco.com/go/ise
https://www.cisco.com/go/stealthwatch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catalyst-9000.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witches/catalyst-9000.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4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1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guide_c07-656177.pdf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SDS-AAG-SO.pd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rvice-listing.html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enterprise-network-security/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datasheet-listing.html
https://www.cisco.com/go/ise
https://www.cisco.com/go/stealthwatch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guide_c07-656177.pdf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dam/en/us/services/collateral/se/at-a-glance-c45-739791.pd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rvice-listing.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dna-software-series.html
https://www.cisco.com/c/m/en_us/solutions/enterprise-networks/intent-based-networking-guide/cyberthreat-defen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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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기업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통제력과 보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산된 워크로드의 
복잡성과 프라이빗,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인해 
보안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Cisco SD-WAN은 
데이터 센터 및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브랜치와 
캠퍼스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연결하는 클라우드 우선 
아키텍처를 간소화된 관리 
그리고 향상된 네트워크 
속도, 보안, 효율성과 함께 
제공합니다. 

솔루션: Cisco SD-WAN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 
• Cisco 4000 및 1000 Series ISR: Cisco DNA를 지원하는 라우터, 내장된 보안, 클라우드 기능
• Cisco ASR 1000 Series Aggregation Services Router: 브랜치 사이트를 보호하고 IT 관리를 

간소화하는 라우터 
• Cisco Cloud Services Router 1000V Series(CSR 1000V): 퍼블릭 및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연결을 원활하게 확장하는 라우터
• Cisco vEdge: 원격 사무실, 브랜치, 캠퍼스 또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 보안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라우터 
• Cisco 5000 Series ENCS(Enterprise Network Compute System): 소프트웨어 정의 유연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컴퓨팅 어플라이언스 제품군

Cisco SD-WAN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 Cisco DNA Advantage: 무제한 세분화의 고급 SD-WAN, 강화된 보안, 애플리케이션 기반 정책, 

네트워크 분석 및 전체 WAN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 Cisco DNA Premier: Cisco DNA Advantage를 포함하며, Cisco Umbrella™ Insights 및 Cisco Threat 

Grid를 통해 보안 클라우드 에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Cisco Customer Experience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Cisco SD-WAN 서비스: 어디에서든지 어떤 클라우드로의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도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조정 및 배포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Expert guidance: Cisco DNA를 위한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십시오.

Cisco DNA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십시오.

라이브 소프트웨어 데모, 웹 세미나, 워크샵을 시청하고 Cisco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데모 보기

클라우드를 포함해 모든 연결을 안전하게 보장하세요.

데모 보기

https://www.cisco.com/go/trademarks
http://www.cisco.com/go/sdwan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4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1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routers/asr-1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cloud-services-router-1000v-series/index.html
https://sdwan-docs.cisco.com/Product_Documentation/vEdge_Routers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5000-series-enterprise-network-compute-system/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oftware/one-software/index.html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sd-wan/nb-06-serv-sd-wan-sol-overview-cte-en.pd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rvice-listing.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dna-software-series.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dna-software-seri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