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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비즈니스:새 용어 용어집 
목표
 
이 문서에서는 Cisco가 앞으로 사용할 편향되지 않은 몇 가지 언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개
 
Cisco의 목적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미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부 용어는 보다 적절한
대안으로 변경됩니다.또한 이전에 릴리스된 문서는 가능한 경우 업데이트됩니다.펌웨어 업데이트
에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서 이러한 용어를 대체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이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이므로 문서 및 웹 UI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 지원이 종료된 제품은 이러한 업데이트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섹션에서는 제목이 변경되지 않았지만 글머리 기호 목록의 단어가 새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isco의 새로운 용어 요약입니다.
  
스위치 스태킹
 
일부 네트워크 스위치는 다른 스위치에 연결되고 단일 유닛으로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을 스택이라고 합니다.스태킹은 단일 스위치의 특성 및 기능을 보여주며 포트 수를 늘
립니다.스택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용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스택은 마치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작동하지만 서로 다른 스위치에는 역할이 할당되어 함께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주요 기능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인 스위치입니다.이 스위치는 그룹에 대해 실
행 중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저장합니다.이 스위치에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스
택의 모든 스위치에 적용됩니다.
대기:멤버 스위치 역할을 하는 스택의 보조 스위치이지만 스택의 활성 스위치가 오프라인 상태
가 되면 액티브 스위치가 됩니다.스탠바이 스위치는 스택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구성원:액티브 또는 스탠바이 스위치가 아니라 하나의 유닛으로 함께 작동하는 스택의 일부입
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MAC 필터링/웹 필터링
 
이러한 목록/필터는 사이트에 즉시 액세스하거나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여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를 통해 트래픽 리소스를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라우터, 스위치, 액세스 포인트 및 보안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목록/필터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허용 목록:네트워크에 허용되는 허용된 IP 주소, 도메인 이름 또는 MAC 주소의 목록.
차단 목록:네트워크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차단된 IP 주소, 도메인 이름 또는
MAC 주소의 목록
  

위 용어 대신 기본, 보조 및 하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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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BW(Business Wireless) 메시 네트워크
 

기본 액세스 포인트(AP):무선 네트워크 및 토폴로지를 관리 및 제어하는 유선 액세스 포인트
(AP).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사용하여 외부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일반적으로 인터
넷)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본 AP는 프레미스 라우터로 직접 연결되며, 여기에서 트
래픽은 WAN ISP 인터페이스로 라우팅됩니다.기본 AP는 메시 네트워크 내에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드의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최적화된 무선 서비스를 위
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노드, 각 클라이언트 연결 품질 및 인접 디바이스
정보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보조 또는 기본 지원 AP:네트워크에 물리적 유선 연결이 있는 AP입니다.이 AP는 이더넷에 연
결되어야 하며 기본 AP에 장애가 발생하면 기본 AP가 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기본으로 구성되지 않은 메시 AP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메시 확장
기는 기본 또는 보조 AP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항상 하위 AP라고 합니다.
 

더 많은 CBW 어휘를 보려면 Cisco Business Wireless Mesh Networkin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론
 
우리의 목표는 항상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이 새로운 용어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wireless/CB-Wireless-Mesh/1768-tzep-Cisco-Business-Introduces-Wireless-Mesh-Networking.html#lets-increase-your-mesh-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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