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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managed, Smart, Managed Switch  
목표
  

이 문서에서는 Cisco Business 비관리, 스마트 및 매니지드 스위치의 기본적인 차이점
을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Cisco Business 110 비관리형 스위치
Cisco Business 220 Smart Switch
Cisco Business 250 Smart Switch
Cisco Business 350 Managed Switch
 

 
소개
  

Cisco Business는 다양한 레벨의 스위치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공합니다. 라이센스
또는 서브스크립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시리즈의 일부 모델은 PoE(Power over Ethernet) 포트를 제공하며, 보안 카메라나 액
세스 포인트와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추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읽으면서 알아보십시오!
  

관리되지 않는 스위치
  

대부분의 경우, 관리되지 않는 스위치가 기존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추가 이더넷 지원 디
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가 간단합니다. 스위치
를 라우터나 다른 스위치에 연결하고 콘센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비관리형 스위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홈 오피스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Cisco Business 110 비관리형 스위치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Cisco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는 관리, QoS(Quality of Service)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하므로, 매니지드 스
위치의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는 관리 스위치만큼 확장성
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네트워크의 에지에 소규모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나 낮
은 복잡성 네트워크에 구축됩니다.
 

Smart Lite 스위치
 



Cisco Business 220 Series는 Cisco Business 250 Series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
크 연결 및 간단한 관리를 제공하는 스마트 라이트 스위치입니다. 비즈니스급 네트워크
와 비용이 최우선 사항인 경우 Cisco Business 220 Series 스위치는 뛰어난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고급 스마트 스위치
  

Cisco Business 250 Series 고급 스마트 스위치는 레이어 3 정적 라우팅 및 원격 관리 등
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완전히 관리되는 스위치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본 게스트 및
음성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을 생성하여 네트워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관리를 지원합니다. 고급 스마트 스위치는 온라인 리소스를 공유
하고 컴퓨터, 전화기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는 안정적인 솔루션입니다.
  

Cisco 매니지드 스위치
  

매니지드 스위치는 설치 및 비용 면에서 다소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장점은 그만한 가
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니지드 스위치는 맞춤형 컨피그레이션 및 원격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어를 제공합니다.
 
Cisco의 매니지드 스위치에는 설정,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웹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드 스위치는 VLAN 설정, 포트 보안, 인증, 트래픽
우선 순위 지정을 위한 여러 옵션을 포함한 고급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10기가비트 업링크가 포함된 Cisco Business 350 Series 관리 스위치 모델은 최대
4개 유닛의 진정한 스태킹을 지원하여 스택의 모든 스위치를 단일 유닛으로 구성, 관리
및 트러블슈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요
  

스위치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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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본 스위치의 연결성, 관리를 위한 추가 제어 기능 또는 중간 어디에만 필요합니까? 이
제 여러분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
려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십시오.
 
Cisco Business 110 Series 비관리형 스위치
 

지원 문서
시리즈 개요
이 시리즈의 모델 비교
  

Cisco Business 220 Series Smart Switch
 

지원 문서
시리즈 개요
이 시리즈의 모델 비교
  

Cisco Business 250 Series Smart Switch
 

지원 문서
시리즈 개요
이 시리즈의 모델 비교
  

Cisco Business 350 Series Managed Switch
 

지원 문서
시리즈 개요
이 시리즈의 모델 비교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switches/business-110-series-unmanaged-switches/series.html#~tab-documents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110-series-unmanaged-switches/index.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110-series-unmanaged-switches/models-compari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switches/business-220-series-smart-switches/series.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220-series-smart-switches/index.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220-series-smart-switches/models-compari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switches/250-series-smart-switches/series.html#~tab-documents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250-series-smart-switches/index.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250-series-smart-switches/models-compari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switches/350-series-managed-switches/series.html#~tab-documents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350-series-managed-switches/index.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business-350-series-managed-switches/models-comparis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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