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 는 2.4 및 5-GHz 대역에서 고성능의 54 Mbps 속도를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는 단일 802.11b 범위, 단일 802.11g 범위, 단일 802.11a 범위, Dual-Mode 802.11a/g 범위 
또는 Tri-Mode 802.11a/b/g 범위를 지원하기 위해 Wi-Fi 규격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무선 연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802.11i/WPA2(Wi-Fi 
Protected Access 2) 암호화를 제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 보안 및 관리 용이성을 만족시켜 줍니다. 
2m 길이의 케이블 및 LP형 모델은 슬림형 데스크탑과 POS(point-of-sale)와 같이 높은 유연성이 필요한 장비에 설치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어댑터와 함께 LP(Low Profile) 및 표준형 브래킷 프레임을 지원해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부착되어 있는 이중 대역 2.4/5-GHz, 
1-dBi 게인 안테나는 2m 길이의 케이블을 가지고 있어 최고의 성능을 위한 최적의 위치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1.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솔루션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는 포트 기반 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한 
802.1X 표준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 기반 인증을 위한 모든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유형 및 엔터프라이즈급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를 통해 완전한 802.11i를 지원합니다. 본 네트워크 아답타는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는 표준 
기반의 무선랜 표준인 WPA2를 지원합니다.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802.1X 인증 유형을 지원하며, EAP-FAST(EAP-Flexible Authentication 
via Secure Tunneling), Cisco LEAP, EAP-TLS(EAP-Transport Layer Security), PEAP-GTC(Protected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Generic 
Token Card) 및 PEAP-MSCHAPv2(PEAP-Microsoft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version 2)와 같은 표준 EAP를 모두 
지원하며 Cisco Secure ACS(Access Control Server) 및 Cisco AR(Access Registrar) 서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RADIUS 서버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급 중앙집중식 사용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속한 합법적인 클라이언트만 인증된 네트워크 RADIUS 서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호 인증 
과정을 지원함. 

- 동적인 사용자별, 세션별 암호화 키가 일정한 주기마다(구성 가능) 자동으로 변경되어 전송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메시지 무결성 확인(MIC: message integrity check), 초기화 벡터 해싱(initialization vector hashing)에 의한 패킷별 키 및 브로드캐스트 키 
로테이션 등 TKIP(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의 향상된 기능을 통해 보다 강력한 암호화 키를 제공함. 

- 모든 인증 시도에 대해 RADIUS 계정 관리 기록을 지원함. 

• IEEE 802.11i/WPA2 AES 를 지원함 

무선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cisco.com/go/aironet/security를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관리 기능 

새롭게 향상된 클라이언트 유틸리티에는 Cisco Aironet Desktop Utility, System Tray Utility 및 Client Administration Utility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들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공하여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의 손쉬운 구성,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향상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관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파일 관리자 – 다양한 환경을 위해 사용자들이 특정 프로파일 설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격근무자 및 출장 중인 
사람들이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그림 2). 

- 커스터마이즈된 프로파일 설정 – 사용자가 여러 위치에 대해 개별적으로 채널, SSID(Service Set Identifier), WEP(Wired Equivalent 
Privacy) 키 및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Cisco LEAP 인증 상태 화면 – Cisco LEAP 인증 과정에 대한 상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프로파일 자동 선택(EAP 인증용 구성 포함) – 프로파일에 EAP 사용자명 및 암호를 저장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기존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System Tray 아이콘- 무선랜 연결 정보에 대한 쉬운 액세스 및 프로파일 수동 선택 또는 무선 사용 여부 등 공통 작업에 대한 단일 
클릭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Aironet Client Monitor – 클라이언트 어댑터 정보, 기본 작업(예: 프로파일 선택)에 대한 액세스 등 Cisco Aironet Desktop Utility 
기능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System Tray 아이콘에서 구동됩니다. 

- 문제해결 유틸리티 – 액세스 포인트 연결 과정에 대한 단계별 상세내용 및 연결 장애 주요 원인을 제공합니다(그림 3). 

- 엔터프라이즈용 운영 체제 지원 - Windows XP 및 Windows 2000 

그림 2. Cisco Aironet Desktop Utility(프로파일 관리) 화면 

 

http://www.cisco.com/go/aironet/security


 

 

클라이언트 펌웨어,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의 손쉬운 설치를 위해 Windows용 Cisco Aironet Client Adapter 설치 마법사가 제공됩니다. 
마법사는 클라이언트 유틸리티 및 드라이버 설치, 드라이버만 설치 또는 드라이버 설치 디스켓 작성 등 몇 가지 설치 옵션을 지원합니다. 
사용 편의를 위해 설치 마법사 이미지는 자동 실행(.exe)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3. 문제해결 유틸리티 화면 

 

 

기능 및 이점 

표1은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의 기능 및 이점을 나타냅니다. 

표 1. 제품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시스코 무선 보안 제품군 

동적 사용자 별, 세션 별 암호화 키에 의한 상호 인증(향상된 TKIP 암호화 사용)용 IEEE 802.1X 지원 - 

Cisco LEAP, PEAP-GTC, PEAP-MSCHAPv2 및 EAP-TLS 완전한 WPA 지원 • IEEE 802.11i/WPA2 AES 지원

준비 

향상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관리 기능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사용하기 쉬운 네트워크 관리 유틸리티를 제공하여 어댑터 관리 및 구성을 손쉽게 

해줍니다. 

Cisco LEAP SSO(Single 

Sigh-On) 
LEAP 로그인 정보를 사용자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옵션을 제공하여, 다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Cisco WDS(Wireless 

Domain Services) 

Cisco WDS 는 무선 LAN 클라이언트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무선 LAN 구축 및 관리를 단순화시켜주는 Cisco 
IOS® Software 기능입니다. Cisco WDS 는 무선 관리, 빠르고 안전한 로밍, 클라이언트 추적 및 WAN 링크 

원격 사이트 지속성 등의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제품 사양 

표2은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의 기능 및 이점을 나타냅니다. 

표 2. 제품 사양 

기능 설명 

부품 번호 

· AIR-PI21AG-A-K9 
· AIR-PI21AG-E-K9 
· AIR-PI21AG-J-K9 
· AIR-PI21AG-W-K9 
· AIR-PI21AG-A-K9-10 (10단위 대용량 팩) 

규정 지역: 

· A=미주 

· E=ETSI 
· J=TELEC (일본) 

· W=이외의 모든 국가 

국가별 사용을 위한 승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의무입니다. 

http://www.cisco.com/go/aironet/compliance를 방문하여 승인 사항 및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규정 

지역을 확인하십시오. 

주문을 원하시면 시스코 주문 웹사이트 http://www.cisco.com/en/US/ordering/index.shtml을 

방문하십시오. 

폼 팩터 표준 및 LP(low-profile) Type II PCI 

인터페이스 
표준 PCI 인터페이스 

· PCI Rev. 2.3 규격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1, 2, 5.5, 6, 9, 11, 12, 18, 24, 36, 48, 54 Mbps 

네트워크 표준 IEEE 802.11a/b/g 

작동 전압 3.3V (±0.3V) 

LED 상태(초록색) 및 동작(빨간색) 

미디어 액세스 프로토콜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무선 매체 

802.11g: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및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al Multiplexing) 

802.11a: 

· OFDM 

변조 

DSSS 

· Differential Binary Phase Shift Keying (DBPSK) @ 1 Mbps 
· 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DQPSK) @ 2 Mbps 
· Complementary Code Keying (CCK) @ 5.5 및 11 Mbps 

OFDM 

http://www.cisco.com/go/aironet/compliance
http://www.cisco.com/en/US/ordering/index.shtml


 

· BPSK @ 6 및 9 Mbps 
· QPSK @ 12 및 18 Mbps 
· 16-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 24 및 36 Mbps 
· 64-QAM @ 48 및 54 Mbps 

주파수 대역 

2.40 - 2.4897 GHz 
· 5.15 - 5.35 GHz (FCC UNII 1 및 UNII 2) 

· 5.725 - 5.825 GHz(FCC UNII 3) 
· 5.15 - 5.35 GHz (ETSI) 
· 5.47 - 5.35 GHz (ETSI) 
· 5.15 - 5.25 GHz (일본) 

지연 확산(Delay Spread) 

· 350 ns @ 1 Mbps 
· 300 ns @ 2 Mbps 
· 200 ns @ 5.5 Mbps 
· 400 ns @ 6 Mbps 
· 250 ns @ 9 Mbps 
· 130 ns @ 11 Mbps 
· 250 ns @ 12 Mbps 
· 220 ns @ 18 Mbps 
· 160 ns @ 24 Mbps 
· 100 ns @ 36 Mbps 
· 90 ns @ 48 Mbps 
· 70 ns @ 54 Mbps 

수신 감도 802.11g (일반) 

· -94 dBm @ 1 Mbps 
· -93 dBm @ 2 Mbps 
· -92 dBm @ 5.5 Mbps 
· -86 dBm @ 6 Mbps 
· -86 dBm @ 9 Mbps 
· -90 dBm @ 11 Mbps 
· -86 dBm @ 12 Mbps 
· -86 dBm @ 18 Mbps 
· -84 dBm @ 24 Mbps 
· -80 dBm @ 36 Mbps 
· -75 dBm @ 48 Mbps 
· -71 dBm @ 54 Mbps 

수신 감도 802.11a (일반) 

5150 - 5250 MHz 

· -87 dBm @ 6 Mbps 
· -87 dBm @ 9 Mbps 
· -87 dBm @ 12 Mbps 
· -87 dBm @ 18 Mbps 
· -82 dBm @ 24 Mbps 
· -79 dBm @ 36 Mbps 
· -74 dBm @ 48 Mbps 
· -72 dBm @ 54 Mbps 

5250 - 
5350 MHz

· -89 dBm @ 
6 Mbps 

· -89 dBm @ 
9 Mbps 

· -89 dBm @ 
12 Mbps 

· -85 dBm @ 

5725 - 
5350 MHz 

· -84 dBm @ 
6 Mbps 

· -84 dBm @ 
9 Mbps 

· -84 dBm @ 
12 Mbps 

· -83 dBm @ 

5.470 - 2.497 GHz 

· -87 dBm @ 6 Mbps 
· -87 dBm @ 9 Mbps 
· -87 dBm @ 12 Mbps 
· -87 dBm @ 18 Mbps 
· -82 dBm @ 24 Mbps 
· -79 dBm @ 36 Mbps 
· -74 dBm @ 48 Mbps 
· -72 dBm @ 54 Mbps 



 

18 Mbps 
· -82 dBm @ 

24 Mbps 
· -79 dBm @ 

36 Mbps 
· -74 dBm @ 

48 Mbps 
· -72 dBm @ 

54 Mbps 

18 Mbps 
· -82 dBm @ 

24 Mbps 
· -79 dBm @ 

36 Mbps 
· -72 dBm @ 

48 Mbps 
· -65 dBm @ 

54 Mbps 

이용 가능한 전송 전력 설정 

최대 전원 설정은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02.11b/g: 

· 20 dBm (100 mW) @ 1, 2, 5.5, 및 11 Mbps 
· 18 dBm (100 mW) @ 1, 2, 5.5, 6, 9, 11, 12, 18 및 

24Mbps 
· 17 dBm (50 mW) @ 1, 2, 5.5, 6, 9, 11, 12, 18, 24 및 

36Mbps 
· 15 dBm (30 mW) @ 1, 2, 5.5, 6, 9, 11, 12, 18, 

24, 36 및 48Mbps 

· 13 dBm (20 mW) @ 1, 2, 5.5, 6, 9, 11, 12, 18, 24, 36, 
48 및 54Mbps 

· 10 dBm (10 mW) @ 1, 2, 5.5, 6, 9, 11, 12, 18, 24, 36, 
48 및 54Mbps 

802.11a: 

· 16 dBm (40 mW) @ 6, 9, 12, 18 및 24 Mbps 
· 14 dBm (25 mW) @ 6, 9, 12, 18, 24 및 36 Mbps
· 13 dBm (20 mW) @ 6, 9, 12, 18, 24, 36, 48 및 54 

Mbps 
· 11 dBm (13 mW) @ 6, 9, 12, 18, 24, 36, 48 및 54 

Mbps 
· 10 dBm (10 mW) @ 6, 9, 12, 18, 24, 36, 48 및 54 

Mbps 

전원 소모 안정 상태 

802.11a 

802.11b 

802.11g 

전송: 

최대 554 

mA  

최대 539 

mA  

최대 530 

mA  

수신: 

최대 318 

mA  

최대 327 

mA  

최대 282 

mA  

대기: 

평균 203 mA 

평균 203 mA 

평균 203 mA 

내부 (일반) 

54 Mbps 

18 Mbps 

11 Mbps 

6 Mbps 

1 Mbps 

802.11a 

45 ft (13 
m) 

110 ft (33 
m) 

165 ft (50 
m) 

802.11b/g 

90 ft (27 m) 

180 ft (54m) 

160 ft (48 m) 

300 ft (91 m) 

410 ft (124 m) 

범위 

(일반 Cisco Aironet 802.11a/b/g 
무선 CardBus 어댑터가 최대 전송 

전력으로 802.11b/g 를 위한 2.2-

dBi dipole 안테나 및 6-dBi gain 
patch for 802.11a 를 위한 6-dBi 
게인 패치 장착한 Cisco Aironet 1231 
Access Point 와 통신할 때) 

외부 (일반) 

54 Mbps 

18 Mbps 

11 Mbps 

6 Mbps 

802.11a 

100 ft (30 
m) 

600 ft (183 
m) 

1000 ft 

802.11b/g 

250 ft (76 m) 

600 ft (183 m) 

1000 ft (304 m) 

1300 ft (396 m) 



 

1 Mbps (304 m) 2000 ft (610 m) 

규정 준수 

안전 

· UL 60950 
· CSA 22.2 No. 60950 
· IEC 60950 
· EN 60950 

무선 승인: 

· FCC Part 15.401-15.407 
RSS-210(캐나다) 

· EN 301.893 (유럽) 

ARIB-STD T71(일본) 

· AS 4268.2 (호주) 

· FCC Part 15.247 

RSS-210(캐나다) 

· EN 300.328 (유럽) 

· TELEC 33 및 66 (일본) 

AS/NZS 3548 (호주 및 뉴질랜드) 

EMI 및 Susceptibility(Class B): 

FCC Parts 15.107 및 15.109 

ICES-003(캐나다) 

VCCI(일본) 

EN 301.489-1 및 -17(유럽) 

기타 

· IEEE 802.11a/b/g 
· Cisco Compatible Wireless (Cisco Compatible Extensions v1.0 및 v2.0 기반) 

· Wi-Fi 
· WHQL 
· FCC Bulletin OET-65C 
· RSS-102 

전원 관리 

사용 가능한 전원 관리 수준: 

· CAM (Constantly Awake Mode) 
· Fast PSP (Power Save Mode) 
· Max PSP (Maximum Power Savings) 

안테나 통합 이중 대역 2.4/5-GHz, 1-dBi, 효과 게인 안테나 및 2M 케이블 

보안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인증 WPA 및 WPA2 지원 Cisco Wireless Security Suite: 

인증 

Cisco LEAP, EAP-FAST, PEAP-GTC, PEAP-MSCHAPv2) 및 EAP-TLS 등을 포함한 802.1X 지원으로 

상호 인증 및 사용자별, 세션별 동적 암호화 키(WPA 및 WPA2) 생성 

· MAC 주소 및 802.11 인증 메커니즘 

암호화 

·Cipher Block Chaining Message Authentication Code Protocol(CCMP) 암호화 (WPA2) AES-Counter 

Mode 
TKIP 암호화 향상: Cisco TKIP 또는 WPA TKIP를 통한 키 해싱(패킷별 키 지정), 메시지 무결성 

검사(MIC) 및 브로드캐스트 키 로테이션 



 

40비트 및 128비트의 정적 및 동적 IEEE 802.11 WEP 키 지원 

드라이버 Microsoft Windows XP 및 Windows 2000 

치수(WXH) 4.72 in. (119.9 mm) x 3.12205 in. (79.3 mm) 

무게 표준 (프레임) PCI, 안테나 포함: 3.64 oz. (103.2 g) 

표준 (프레임) PCI, 안테나 미포함: 1.92 oz. (54.7 g) 

LP형(Low Profile) PCI, 안테나 포함: 3.43 oz. (97.5 g) 

LP형(Low Profile) PCI, 안테나 미포함: 1.72 oz. (49.0 g) 

환경 비작동(보관) 온도: 

0 - 85°C 

작동 온도 

· 0 - 70°C 

습도(비응결): 

10 - 90% 

보증 1 년 

Wi-Fi 인증 
 

시스템 요구사항 

표3은 Cisco Aironet 802.11a/b/g 무선 CardBus 어댑터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보여줍니다. 

표 3.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설명 

호환 가능 인터페이스 표준 및 LP 형(Low Profile) Type II PCI 및 표준 PCI 인터페이스 

지원되는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XP 및 Windows 2000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고객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 프로세스, 툴, 파트너가 서로 협력하므로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여러분의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 또는 시스코 고급 서비스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Aironet 802.11a/b/g Wireless PCI Adap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www.cisco.com/go/wireless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svcs/ps3034/ps2827/serv_group_home.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vcs/ps11/services_segment_category_home.html
http://www.cisco.com/go/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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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SI 파트너 ㆍ㈜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ㆍ쌍용정보통신㈜ 02-2262-8114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ㆍ㈜인네트 02-3451-53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400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링네트 02-6675-1216 ㆍSK 씨앤씨㈜ 02-6400-0114 
 ㆍ한국 IBM 02-3781-7800 ㆍ한국후지쯔㈜ 02-3787-6000 ㆍ한국 HP 02-2199-0114 
 ㆍ㈜콤텍 시스템 02-3289-0114     
■ Silver SI 파트너 ㆍ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ㆍ한국 NCR 02-3279-4300   
■ Uncertified SI 파트너 ㆍ오토에버시스템즈 02-3458-1400     
■ Local 디스트리뷰터 ㆍ㈜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ㆍ㈜영우디지탈 02-6004-7050 ㆍ㈜ SK 네트웍스 02-3788-3673 
 ㆍ㈜아이넷뱅크 02-3400-7490     
■ IPCC 전문파트너 ㆍ한국 IBM 02-3781-7114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GS 네오텍 02-2630-5280 
 ㆍ한국 HP 02-2199-4272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 Optical 전문 파트너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미리넷㈜ 02-2142-28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900 
■ IP Communication 전문 파트너 ㆍ크리스넷 1566-2837 ㆍ㈜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 Security 전문파트너 ㆍ인포섹㈜ 02-2104-5114 ㆍ㈜티아이에스에스  051-743-5940 ㆍ유엔넷시스템즈㈜ 02-565-7034 
 ㆍ㈜나래시스템 02-2199-5533     
■ WLAN 전문파트너 ㆍ㈜에어키 02-584-3717 ㆍ사운드파이프코리아㈜ 02-568-5029 ㆍ㈜해창시스템 031-343-7800 
■ Storage 전문 파트너 ㆍ(주)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ㆍ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http://www.cisco.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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