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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한정된 예산으로 용량, 효율성, 보안,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계, 구축, 관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토대로 구축된 Cisco DNA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욱 향상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IT 관리를 넘어 더 중요한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Digital Network Architecture) 소개

Cisco DNA 특•장점

Cisco DNA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문제를 더 빠르게 분석
및 해결하며 사용자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isco DNA를 기반으로
구축 된 IBN(Intent-based Networking)은 캠퍼스 및 지사 네트워크와 WAN에서 서비스를
자동화합니다.

자동화, 분석 및 최적화

멀티 클라우드 연계 제공

설계 및 관리 중앙 집중화

비즈니스 의도를 네트워크 정책으로 변환하고 자동화 및 AI / ML 분석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도로 분산 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되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사용자 활동, 장치, 사물 및 트래픽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시행하십시오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기능을 조정하십시오.

위협 탐지, 억제 및 완화



시스코 DNA 센터

직관적 인 명령 및 제어 센터는 의도 기반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여 컨트롤러 기반
자동화, 네트워크 전체 보증 및 개방형 플랫폼 확장성을 위한 중앙 집중식 관리 대시
보드를 제공합니다.

Cisco DNA 자동화 솔루션

Cisco DNA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은 이전의 수동 네트워크 장치 온보딩, 구성, 프로비저닝
및 유지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단순화 및 확장하고 구성 오류를
최소화 합니다.

Cisco DNA Assurance 솔루션

모든 장치 및 서비스를 쉽게 관리하고 네트워크 문제의 우선 순위를 지정 및 해결하며
네트워크 전체에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보장합니다.

Cisco SD-Access (Software-Defined Access) 솔루션

강력한 보안과 함께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책 및 디바이스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IT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더 일관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 오버레이 WAN 아키텍처로 원격 사이트에서 디지털 및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Cisco SD-WAN (Software-Defined WAN) 솔루션

▪ ETA (Encrypted Traffic Analytics) : 네트워크가 암호화 된 트래픽에서도 위협을 감지
▪ Cisco Stealthwatch: 네트워크가시성과 보안분석을 제공하여 위협을 신속 탐지 및 억제
▪ Cisco TrustSec 및 Cisco ISE (Identity Services Engine) : SD-Access 솔루션의 일부로

빠르고 간단한 세분화를 지원하여 네트워크 전체 액세스를 제어하고 보안 정책정의적용

Cisco DNA 보안 솔루션

단일 대시 보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습, 적응
및 보호하는 스위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안전하고 빠르며 신뢰할
수있는 제품 으로 몰입 형
Wi-Fi 6 경험을 제공합니다 .

WAN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보다
쉽게 배포,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중앙
집중식 관리로 안전하게
연결하십시오.

Cisco DNA 솔루션 및 제품

Cisco DNA 지원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리 전환 무선 라우팅 네트워크 보안

• 시스코 DNA 센터
• Meraki 클라우드 관리

• Catalyst 9000 제품군
• Catalyst 1000 시리즈
• Cisco Meraki 스위치

• Catalyst 9100 액세스
포인트

• Catalyst 9800 무선
컨트롤러

• Cisco Meraki 무선

• Catalyst 8000 제품군
• ISR 1000 시리즈
• Cisco Meraki MX

• Cisco ID 서비스 엔진
• Cisco Stealthwatch
• Cisco Umbrella



Cisco DNA Center 소개

Cisco DNA Center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투자를 최적화하며 IT 지출을 줄일 수 있
는 강력한 네트워크 SDN 컨트롤러 및 관리서버, 모니터링 툴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플랫폼의 역할도 제공하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IT를 위해 자동화 및 단일화, 인공지능
분석 및 머신러닝 등의 첨단 기법을 IT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주요특징

SD-Access

⚫

⚫

⚫

⚫

애플리케이션분석

⚫

장비모니터링

⚫

⚫

⚫

⚫

소프트웨어업데이트(SWIM)

⚫

⚫

시큐리티어드바이저

⚫

스마트라이센스매니저

⚫

⚫

AI/ML 기반분석

⚫

고객서비스대시보드

⚫

⚫

스마트서포트서비스

⚫

PnP Connect 연동

⚫

⚫

신규기능활용가이드

⚫

⚫

Cisco DAN Center 구성요소

End-Point 분석모니터링

기능 설명

SD-Access

디자인 설정 기능

정책 설정 기능

프로비저닝

단일화된 관리

Assurance 

플랫폼



Cisco SD-Access(Software-Defined Access) 소개

Cisco SD-Access 특장점

SDN 컨트롤러 : Cisco DNA Center™

Cisco SD-Access 는 IBN기반으로 구축된 Cisco DNA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Cisco SD-
Access는 기본 물리적 네트워크를 재설계하지 않고 사용자,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분리하기 위해 가시성 기반의 자동화된 엔드 투 엔드 망분리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사용자 액세스 정책을 자동화하므로 LAN 및 WLAN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모든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해 올바른 접속 및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기반
아키텍쳐

자동화
네트워크
패브릭

SDA Fabric
네트웍

프로그래밍 가능 인프라(임직원 Network)

프로그래밍 가능 인프라(I.O.T 
Network)

User Mobility / IP 및 정책
이동

기능 설명

사용자이동성

망분리

보안강화

가시성 향상

사전문제예방

Cisco SD-Access 구성요소

DNA Center ISE (Identity Service Engine)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Cisco SD-WAN

Cisco SD-WAN은 프로그램 및 확장이 가능한 개방형 보안 클라우드급 아키텍처입니다. Cisco 
vManage 콘솔을 통해 SD-WAN 오버레이 패브릭을 빠르게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브랜치, 
캠퍼스 및 콜로케이션 시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속도, 보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연결을 위한 보안, 애플리케이션 인식 정책, 세분화 및 최적화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SD-WAN  구성요소

WAN의 최적화 Public Cloud를 위한
SD-WAN

통합된 보안

Cisco SD-WAN 특장점

기능 설명

민첩성

업무 효율

비용 절감



Cisco Wi-Fi 6 소개

Wi-Fi 6는 802.11ac의 장점에 효율성, 유연성, 확장성까지 겸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네트워크와
기존 네트워크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Cisco Wi-Fi 6 특장점

기능 설명

더 높은 용량으로

고밀도 환경 대응

지연 감소 및 신뢰성 향상

보다 뛰어난 데이터 레이트

절전력 향상

비거리 확장

Cisco DNA Spaces 소개

Cisco DNA Spaces 는 Cisco DNA Center/Cisco PI(Prime Infrastructure)/ 서드 파티 연계
솔루션을 유지함과 더불어, 위치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서비스 플랫폼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Cisco DNA Spaces 특장점

기능 설명

Assurance  연동

서드 파티 연계 에코

시스템

위치정보기반 분석

인사이트

Cisco Wi-Fi 6 구성

Cisco RF 
ASIC

서드 라디오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에 의한
실시간 분석, 대응

Cisco DNA Center, Cisco ISE 와 RF 
시그니처 캡처 기능으로 수상한 움직임을
신속히 탐지

플렉시블 라디오 어사인먼트(FRA)로
2.4GHz 대를 5GHz 대로 자동으로
전환해 용량 강화

20-25%
증가된 용
량



Cisco ACI(Cisco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소개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솔루션인 ACI는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개선하고
데이터 센터를 자동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Cisco ACI는 Cisco Nexus 9000 시리즈
데이터 센터 스위치, Cisco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및 기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포함하여 업계 선도적인 다른 솔루션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배포됩니다.

Cisco ACI Anywhere

Cisco ACI는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의 멀티 포드, 멀티 사이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성향에 따라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이나 데이터가 소모되는 곳 그 어디에서나 정책 기반의
데이터센터 확장이 가능합니다.

리모트 리프나 vPod와 같은 소규모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수의
사이트를 손쉽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Multi-Site 오케스트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을 위한 Cloud APIC을 제공하므로 패브릭 영역을 소규모 리모트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가용성 보안성 멀티

클라우드

ROI



Cisco ACI Multi-Pod

ACI Multi-Pod은 단일 도메인에서 APIC 단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솔루션으로, 상호 연결된
다른 ACI 네트 워크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가상화 하여 단일 APIC 클러스터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ACI 네트워크는 ‘Pods’으로 표현되며, 그들 각각은 일반 2 tier 스파인- 리프 토폴로지로
보입니다. APIC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Pod을 관리할 수 있고, 네트워크 복원력 증가를 위해 서로
다른 Pod에 개별 APIC을 분산시켜 클러스터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ite A Site B 

Inter-Pod Network 

OSPF, Multicast BiDir, 

DHCP Relay 

Active - Active 

Datacenters 

Virtual Metro 

Clusters 

Stretch VRF, EPG, 

BD with VXLAN 

UP to 50ms 

Latency 

Cisco ACI 리모트 리프를 이용해 고객의 원격·위성 위치에 일반 리프 스위치를 배치하고, 
온프레미스 위치의 스파인 스위치에 연결하여 ACI 정책을 원격·위성 위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는 물 론 월등한 성능과 규모, 빌트인 된 암호화 기능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Cisco ACI  Remote Leaf 



Multi-Site Orchestrator 

3VM Cluster 

 

Site 1 Site N 

Any Routed IP 

Network 

No Multicast Phased 

Changes(Zones) 

1s RTT Requires(MSO → APIC) 

Up to 12 Sites, distributed gateway 

Single central management(MSO) 

Automated L2 DCI VXLAN extension 

Cisco ACI Multi-Cloud

Cisco ACI는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정책 기반의 제어 및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를
통해 정책 기반 자동화를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Multi-Site Orchestion 

Site A On-Primise Internet Gateway Public Cloud Site B 

CSR 1000V 

CSR 1000V WoS-VRF VPC 
Virtual Private 

Gateway 
Web2 

EPG Web 

10.101.100.148 
Internet 

Infra VPC Gateway 

 

Aws Region 

DB   

10.100.0.11/24 

EPG DB 

Site C 

CSR 1000V 
Virtual Network 

Private 

Gateway 

WoS-VRF VPC 

Web3 

EPG Web 

10.101.200.5 

Infra VPC 

 

Azure Region 

Cisco ACI  Multi-Site

Cisco ACI Multi-Site 어플라이언스(MSO, Multi-Site Orchestration)는 여러 ACI 패브릭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단일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MSO가 Cisco ACI의 최신 네트워킹
향상 기능과 결합되면 운영자는 여러 패브릭 상에서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인스턴스와 브리지 도메인(BD, Bridge Domain), 서브넷들을 확장 네트워크 요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통 관리용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패브릭이나 단일 사이트의
대규모 스케일 아웃 패브릭에 대한 중앙집중식 정책 및 보안 제어를 자동화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자동화, 안전한 하이브리드 연결

일관된 보안 , 거버넌스

규정 준수 지원

탄력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

재해 복구 지원



Cisco ACI(Cisco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소개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솔루션인 ACI는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개선하고
데이터 센터를 자동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Cisco ACI는 Cisco Nexus 9000 시리즈
데이터 센터 스위치, Cisco APIC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및 기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포함하여 업계 선도적인 다른 솔루션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배포됩니다.

Cisco ACI Anywhere

Cisco ACI는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의 멀티 포드, 멀티 사이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성향에
따라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이나 데이터가 소모되는 곳 그 어디에서나 정책 기반의 데이터센터 확장이
가능합니다.
리모트 리프나 vPod와 같은 소규모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수의 사이트를

손쉽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Multi-Site 오케스트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을 위한 Cloud APIC을 제공하므로 패브릭 영역을 소규모 리모트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가용성 보안성 멀티

클라우드

ROI



Cisco Network Insights  솔루션 소개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SDN 아키텍처의 등장으로 오늘날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 가시성에 머물지 않고 운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동작되는 지, 애플리케이션의 플로우 레벨
가시성이 확보되는지, 네트워크의 어느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며 패킷 드롭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이 필수입니다.

Cisco NAE(Network Assurance Engine)

Cisco NAE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운영을 근본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모델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스코의 특허 받은 네트워크 검증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엔진은 전체 네트워크의
정확성을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포괄적인 보증 엔진으로, 운영자들은 자신의 네트워크가
항상 의도대로 운영되고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환경에서 운영 중단 없이 향상된 안정성으로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의도를 네트워크 구성으로 변환하여 데이터센터 전반에 자동으로 활성화됨으로써 패브릭에 대한

설정 및 운영 의도가 지속적으로 보장

Assure Intent

▪ Mean-Time To-Acknowledge(MTTA)와 Mean-Time To-Resolve(MTTR) 감소
▪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에 상황별 다양한 기능 적용

Grain Insight

▪ 개별 이벤트가 아닌 아키텍처 전반의 모니터링 개념
▪ ITSM Tool 과의 긴밀한 통합으로 중복 티켓 감소

Accelerate Problem Resolution

변경에 대한 영향 예측 네트워크 전체 동작 검증 네트워크 보안 정책 및 규정 준수

보장



Cisco NIA(Network  Insights  Advisor)

Cisco NIA는 고객의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검색하고, 가동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전 알림은 운영 중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설정
기능 등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내용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Cisco 
클라우드에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객이 운영 중인 구성과 Cisco 전 세계의 고객 경험 정보를
비교하여 새로운 자문 형태의 데이터를 제안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NIR(Network  Insights  Resource)

NIR의 비정상 패턴 검출은 리소스 활용도, 소프트웨어 원격 측정, 하드웨어 원격 측정, 환경
데이터 등 거의 실시 간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소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Nexus 
패브릭의 동작 및 패턴 기준점과 편차를 식별 하여 관계 테이블을 작성하여 보여줌으로써
고객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근본 원인을 쉽게 찾아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Cisco DCNM(Data Center Networking Management)

Cisco DCNM은 Cisco Nexus 제품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에서 LAN 패브릭, SAN 
패브릭, IPFM(IP Fabric for Media) 네트워킹을 망라하는 모든 NX-OS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포괄적인 관리 솔루션입니다. DCNM 11은 Cisco Nexus와 Cisco MDS(Multilayer 
Distributed Switching) 솔루션 전반에서 관리, 제어, 자동화, 모니터링, 시각화, 문제 해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기능과 특징

Cisco DCNM 주요 기능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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