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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 

의 대학생 및 
직원들은 업무 

네트워크에 
젆귺핛 때 

를 가지고 
젆귺하기 원함** 

2015년에 모바일 

기기 숫자가  

예상됨 

 

* 

에 이를 

것이며 이는 

19Billion DVD와 

동일* 

가 

자싞의 삶에서 

가장 중요핚 

기술이라고 

생각** 

대학생중 

전은 직원중 

**Source: Cisco Connected World Technology Report 2011                                                        * Source: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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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에 대핚 사용자 요구사항#1 

사용자의 새로운 행동 새로운 네트워크 요구 

어느 모바일 
기기에서나 안전한 
접속 및 정책적용 필요 

직원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필요  

불법 기기로부터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정책강화 필요 

직원중 40퍼센트 
이상이 관리되지 않는 
기기를 사용 

좀더 확장된 무선 
커버리지 및 간단하고 
쉬운 관리 솔루션 필요 

평균 2-3개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중 

네트워크 싞뢰도 및 
성능 향상 필요  

화상 전화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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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에 대핚 사용자 요구사항#2 

억세스 타입 선호도 

• 유선에서 무선으로 

• 동급 성능을 기대 

네트워크 

모바일 기반 App 

• Profiles Changed 

• Usage Changed 

• Media Rich  

지연에 민감 

고대역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동 

업링크 및 

다운링크 속도 

증가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기기 증가 

2SS 1SS 1SS 3SS 

• 사용자당 기기 증가 

• 더많은 종류의 기기 

모바일 기기 



©  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8 

SaaS | DC / V 
Bring Your  

Own Devices 

보안 

IT 생산성 

에너지 효율 

Collaboration 

 
비디오 

NETWORK A “BORDERLESS” 모빌리티 Cloud/ 
Virtualization 

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모든 것에 젆귺 가능 
: BYOD (Bring Your Own Device) 솔루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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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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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기업 지사규모 재택근무자 대규모기업 옥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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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CleanAir 

30% 이상 성능향상 

경쟁사와 비교하여 모바일 기기에 더 
나은 커버리지 제공 

비디오 트래픽에 5.0 MOS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멀티캐스트 젂송, 스트림 
우선순위처리, 자원예약관리 

  

ClientLink 

VideoStream 

갂섭체를 사젂에 자동으로 치유시킴 

30초내에 자가 치유 

업계 최고의 무선랜 기술 엔드 투 엔드 솔루션 

ISE 

NCS 

Who?     What?                    When?   Where?      
How? 

Android 및 iOS VPN 클라이얶트 

Always-on, 갂단핚, 상황인식,  802.1x,  
VPN 연결제공 

AnyConnect 

AP 혁싞  

업계 최초로 4X4 3 Spatial Stream 지원, 

ClientLink2.0 지원  

AP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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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CleanAir 기술소개 

AIR QUALITY 성능 

BEFORE 
무선갂섭체가 싞뢰성및 성능을 

저하시킴 
무선 사용자 

성능 
성능 AIR QUALITY 

AFTER 
CleanAir의 RF 갂섭회피 기능을 

통해 싞뢰성및 성능향상 가져옴 

업계 최초로 칩레벨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젂에 갂섭체 탐지 및 제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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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코 CleanAir 기술이 특별핚가? 
능동적인 모니터링 및 히스토리컬핚 트러블슈팅 기능제공 

100 

63 

97 

20 

90 35 

 능동적인(사젂조치), 항상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칩(ASIC) 기반으로 

상세 정보들을 수집 

 무선뿐만 아니라 비무선 

갂섭체까지도 탐지 

 젂 시스템에 걸쳐 갂섭체 

영향도및 위치 정보제공 

 데이터 보관을 통핚 과거의 

이슈 트러블슈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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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ClientLink 기술소개 
향상된 빔포밍 기술을 통해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을 제공 

BEFORE 
기존 a/g 사용자에 빔이 초젅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가져옴   

무선 사용자 성능 

AFTER 
사용자에 빔이 초젅을 맞추어 

거리별 성능 향상을 가져옴  

802.11a/g 

802.11n 

빔세기 X 빔포밍 802.11a/g 

802.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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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코 ClientLink 기술이 특별핚가? 
음영지역을 감소시키며 사용자의 성능을 향상시킴 

BEFORE 
Client-link 미사용 

무선사용자 

성능 

AFTER 
Client-link 사용 

낮은 데이터 

젆속속도 

높은 데이터 

젆속속도 

표준기반 빔포밍 
 

클라이얶트 참여를 요구하거나 또는 

sounding 패킷을 보내 

클라이얶트로부터 “explicit” 지원을 요구 

 

그러나 Intel, Broadcom 및 다른 

클라이얶트 칩 제조사들은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음 

표준을 넘어선 빔포밍 
 

클라이얶트 참여를 요구하지 않음 

(sounding 패킷 젂송 필요없음) 

 

AP와 클라이얶트갂 다운링크 속도및 

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implicit 

transmit” 빔포밍 제공 

1SS 1SS 2SS 3SS 

Legacy 

802.11n 
1SS 1SS 2SS 3SS 

Legacy 

802.11n 

But… That’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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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VideoStream 기술소개 
무선기반으로 비디오 젂송을 유선처럼 안젂하게 젂송 

BEFORE 
자원예약기능 미지원, 음성 및 비디오 

품질저하, 멀티캐스트 젂송불가 

AFTER 
스트림 우선처리, 자원예약기능, 

안정적인 멀티캐스트 트래픽 젂송 

Global 

Enterprise 

CEO 
Meeting 

M&A 
Negotiation 

Sports 
Event 

CEO 
Meeting 

M&A 
Negotiation 

Sport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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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코 VideoStream 기술이 특별핚가? 
유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 높은 MOS 젅수제공 

AP 

WLC SWITCH 

AP AP 

높은 성능 높은 성능 높은 성능 

CRITICALITY LEVEL: 

HIGH 

안정적인 

멀티캐스트 

우선순위처리 

AP 

VIDEO 

NOT 

AVAILABLE 

ADMISSION 

CONTROL 

 AP에서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유니캐스트로 변환 

 AP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얶트에 대해 Call Admission Control 기능제공 

 비디오 세션에 대핚 큐 우선순위 처리 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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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AP 3600 소개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제공 

*compared to competing 3 spatial stream access points, based on Cisco internal testing 

업계에서 가장빠른 802.11N AP 
  

업계 최초로 3 spatial stream을 

위한 4개 안테나 지원 

AP3600만이 제공핛수 있는기능: 

최대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제공 

모든 클라이얶트 기기 타입에 대하여 성능 

향상 

더 먼 거리에서 성능 향상 제공 

능동적인 스펙트럼 분석 기능 제공 

802.11r 을 통핚 빠른 로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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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코 AP 3600이 특별핚가 ?  
30% 이상의 성능 향상및 성능 보호기술을 동시 제공 

4x4 안테나 디자인, 3 SPATIAL STREAMS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업링크 속도를 제공 

CLIENTLINK 2.0 빔포밍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핚 빠른 성능을 제공:  

802.11a/g 와 802.11n (1SS, 2SS, 3SS) 

CLEANAIR 스펙트럼 분석 
항상 동작하는 갂섭 방지 기능및 새로 옵션으로 추가된 

스펙트럼 모니터링 모듈 지원 

모듈러 디자인 
미래 기술을 수용하기 위핚 add-on 모듈 기반 구조 지원 

시스코 에어로넷 
3600 AP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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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atial Stream (3SS) 802.11n 이란? 
• 450 Mbps data rate 지원 

이젂세대인 2SS 802.11n 기기보다 50%이상 높은 
성능제공 

• 이젅을 이용하기 위해서 3SS 클라이얶트 필요 

일반적으로 랩탑과 같은 고파워 기기들이 지원 

Apple, Dell, Lenovo는 2010년부터 3SS 
클라이얶트를 생산하고 있음 

• Aruba, HP, Meraki와 같은 경쟁사는 CY11 Q2에 
3SS 무선 AP 제품 출시 

Data Rate per Channel Channels Spatial 

Streams 

Total Data Rate 

Available 

75 Mbps 2 2 300 Mbps 

75 Mbps 2 3 450 Mbps 

x 

x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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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3600: 모든 기기에 대핚 다운링크 성능 향상 
ClientLink 2.0 (Beam Forming) 

 

모든 클라이얶트에 대핚 성능 향상 

  

당싞이 어디에 있던, 802.11a/g/n 

기기를 어디로 이동시키던지 

싞호 세기를 극대화 시킴 

1SS 1SS 2SS 3SS 

802.11a/g/n 

ClientLink 2.0 ClientLink 1.0 경쟁사 

빔포밍 타입 표준 + 표준초월 표준 + 표준초월 표준지원 

지원 AP 3600i, 3600e 
1140, 1260,  

3500i, 3500e  
 802.11n 대부분 

다운링크 트래픽 싞뢰성을 

높이기 위한 송싞 안테나 수 
4 2 2-3 

지원 클라이얶트 802.11a/g/n 802.11a/g 
802.11n (explicit 

only) 

지원 클라이얶트 수 128 15 - 

Cius, iPhone, iPad를 위해 

최적화 
지원 미지원 미지원 

Apple. Dell, Lenovo, HP의 최싞 

랩탑을 위한 최적화 
지원 미지원 미지원 

모바일 기기 Influx (BYOD)에 

대한 준비 
지원 제한적 지원 미지원 

고밀도 클라이얶트 지원을 위한 

AP자원 최적화 
지원 제한적 지원 미지원 

클라이얶트 성능 및 커버리지 

향상 
Legacy 1SS 1SS 2SS 3SS 

Legacy 

802.11n 
1SS 1SS 2SS 3SS 

Legacy 

802.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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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4 vs. 3x3 디자인 비교 

AP 

CISCO 3600 ALTERNATIVE 

2s

s 

3s

s 
2s

s 

3s

s 

Cubicles 

임원 사무실 

휴계실 

회의실1 

회의실2 

100% 90% 

CISCO ALT. 

100% 80% 

CISCO ALT. 
90% 60% 

CISCO ALT. 

80% 40% 

CISCO ALT. 

CISCO 3600 ALTERNATIVE 

2s

s 

3s

s 
2s

s 

3s

s 

      

CISCO 3600 ALTERNATIVE 

2s

s 

3s

s 
2s

s 

3s

s 

CISCO 3600 ALTERNATIVE 

2s

s 

3s

s 
2s

s 

3s

s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자당 많은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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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Anyconnect 기술소개 
업계 최초의 상황인식 기반의 지속적인 VPN 연결 제공 

BEFORE 
비관리 기기들 – 데이터 

분실위험 및 젆귺제어 

불가 

AFTER 
Always-on VPN 연결  

모바일 귺무자 

Acceptable Use 

젆귺 제어 

데이터 분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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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통합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소개 
유선 + 무선 + 정책관리를 하나의 통합 뷰로 제공  

무선 

유선 

정책 

갂단핚 IT 효율성 증대 

통합의 모든 사용자 젆귺 자료에 대핚 하나의 뷰 
제공 

운영비용감소 시갂및 자원소비 감소 

AFTER 
통합적인 사용자 및 젆귺관리 뷰 

무선 

유선 

정책 

개별적인 비효율적인 운영 모델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데이터 연계작업 

에러발생 시갂및 자원 소비 증가 

BEFORE 
개별적인 관리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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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Prime NCS 가 특별핚가 ?  
통합 유무선 라이프사이클 관리 

완젂핚 유무선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지원하는 번들 솔루션 제공 

통합 유무선 억세스 관리기능 제공 

설정, 변경, 컴플라얶스 관리 기능제공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기능제공 

갂단해짂 주문 및 라이선스 관리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및 워크플로우를  통해 TCO 젃감 

장애처리를 빠르게 하여 네트워크 가용성 증대 

Cisco Prime LMS 

Cisco Prime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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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Prime NCS 가 특별핚가 ? (계속)  
IPv6 클라이얶트 관리 지원 

 도젂과제 

솔루션 

이젅 

향후 IPv6 클라이얶트에 대핚 visibility는 장애처리 및 설계, 

보안에 필수 

NCS는 IPv6 클라이얶트 주소를 추적하며, 클라이얶트의 IP 

버젂 분포 및 트렌드를 제공. 또핚 위치 추적 기능도 제공 

관리자로 하여금 IPv6 트러블슈팅 및 주소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클라이얶트 추적을 가능하게 함 

차별화 IPv4 + IPv6 유무선 클라이얶트에 대핚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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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통합 정책관리 솔루션(ISE) 
업계 최초의 상황 인식 기반의 유선 + 무선 + VPN 정책관리 제공 

BEFORE 
개별적인 정책 관리 

유선 | VPN | 무선 

AFTER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상황인식 기반의 정책을 제공 

갂단핚 | 통합의 | 자동화된 

Who? What? When? Where? How? 

통합 정책 관리 



©  2012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왜 시스코 ISE가 특별핚가 ? 
자동으로 기기를 분류하여 정책 제공 

Identity 프로파일링 

VLAN 10 

VLAN 20 

Wireless LAN 
Controller 

내부 자원 사용 

제핚된 인터넷 

사용 

USER LOCATION 

TIME ATTRIBUTE X 

DHCP 

RADIUS SNMP 

NETFLOW 

업무용 기기 또는 개인용 기기에 대한 프로세스 
1. 802.1x EAP User Authentication 

2. Profiling to identify device 

3. Posture of the device 

4. Policy decision 

5. Enforce policy in the network 

6. Full or partial access granted 

 

HTTP 

DNS DEVICE 

ISE 

Unified Access 

Management 

Single SSID 

Personal asset 

Company asset 

Employee 

P
o
li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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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소개 

Cisco Flex 7500 

Cloud Controller 

지사젂용 솔루션 

• I RU 단독형 
• 3000 AP 지원 
• 1000 지사 지원 

Cisco 2500 

• 데스크탑 단독형 
• 50 AP 지원 
• 500 Mbps 
• 4 GE 포트 

소규모 기업 및 
지사 

Wireless 

Controller 

On ISR SRE 

• ISR 라우터에 
장작하는 모듈형태 

• 50 AP 지원 
• 500 Mbps 

소규모 기업 및 
지사 

Wireless Services 

Module on 

Catalyst 6500 

중소 - 대기업 

• C6500 샤시에 
장착하는 모듈형태 

• 1000 AP 지원 
• 20 GB Mbps 

Cisco 5500 

• I RU 단독형 
• 500 AP 지원 
• 8 GB Mbps 
• 8 GE 포트 

중소 - 대기업 

규모및 성능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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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802.11n 무선AP 소개 

규모 및 성능 

기
능

 

모든 기업 

Aironet 1140 

 Aironet 1260 

실내 사무실및 
공장,창고를 
위핚 고성능 
서비스 제공 

• ClientLink 1.0 
• VideoStream 
• up to 300 Mbps 

Aironet 3500 

Aironet 3500p 

고성능및 
스펙트럼 

분석기능 제공 

모든기업 

• CleanAir 
• ClientLink 1.0 
• VideoStream 
• up to 300 Mbps 

클라이얶트에 
최고 성능을 

제공하며 
스펙트럼 
분석지원 

모든기업 

병원 

• CleanAir 
• ClientLink 2.0 
• VideoStream 
• 3 spatial streams 
• up to 450 Mbps 

Aironet    3600 

지사및 중소기업 

Aironet 1040 

소규모 
네트워크를 위핚 
엔터프라이즈급 

성능제공 

• ClientLink 1.0 
• up to 300 Mbps 

Aironet 1550 

Outdoor 지역에 
고성능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자(SP) 

제조업 

운송 

• Mesh 
• CleanAir 
• ClientLink 1.0 
• up to 300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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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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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15년 70억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 
 모바일 트래픽 26배 이상 증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접속요구 
 BYOD 모빌리티 솔루션 필요 

시스코 BYOD 모빌리티 솔루션 
CleanAir,ClientLink,Videostream,AP3600, 

Anyconnect,NCS,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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