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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은 직원들이 얼마나 애플리케이션과 고객들에게 잘 연결되어 있고, 사업장 전반에 걸쳐 생산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더욱 더 향상된 
이동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방문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안하고 관리하는 일은 특히 IT 부서가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하여 무선 커버리지를 확장하거나 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등 이러한 과제는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요구를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비즈니스급 무선네트워킹의 이점을 완벽하게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코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Cisco® AP 541N Wireless Access Point를 제공합니다.

Cisco AP 541N Cisco AP 541N 무선무선 액세스액세스 포인트포인트

Cisco AP 541N은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802.11n 듀얼 밴드 클러스터링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클러스터링 기능은 
증가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합니다. 고객은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해서, 클러스터 내의 모든 장치에 단일 구성을 푸시함으로써 여러 액세스 포인트 간의 간섭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각 액세스 포인트를 개별 장치로 구성할 필요 없이 무선 네트워크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AP 541N은 모바일 데이터, VoWLAN (Voice over Wireless LAN), 무선 비디오 모니터링 및 게스트 액세스에 
대한 높은 보안 기능을 비롯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가상으로 지원하는 다목적 고성능 
무선 솔루션입니다. Cisco AP 541N은 소규모 무선 환경에서 독립형 액세스 포인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Cisco 
SBCS (Smart Business Communication System)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및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의 다른 솔루션과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어드벤스드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설치, 구성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AP 541N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무선 컨트롤러 투자 없이도 여러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쉽게 설치, 구성 및 관리 가능

•  고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802.11n 무선 연결 지원 가능

•  2.4GHz 또는 5GHz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어 데이터 전송 및 커버리지 향상 가능

•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

•  다른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제품과 통합되고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게 확장 가능한 확장형 
솔루션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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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소개하는 사용 사례들은 Cisco AP 541N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  소규모 사무실의 데이터 액세스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단일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 필요한 모든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AP 541N을 설치하면 소비자 대상 무선 장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훨씬 
능가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보안 기능 및 지원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직원, 
게스트 및 업무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듀얼 밴드 802.11n 무선 연결을 사용하는 이 솔루션은 
직원들이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고 대용량 파일을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전송할 수 있는 
성능과 범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장된 클러스터링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액세스 
포인트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능 및 이점

강력한 무선 커버리지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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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음성 커뮤니케이션

 Cisco AP 541N은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무선 솔루션으로서, 다른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네트워크와 VoIP (Voice over IP) 솔루션 및 Cisco SBCS IP 텔레포니 시스템과 완전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의 클러스터링 기능과 로밍 통합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고, 직원이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서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위치에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는 음성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듀얼 밴드 
옵션을 사용하면, 5GHz 무선 대역을 통해 직원들의 모든 컴퓨터와 IP 폰을 연결할 수 있고, 일반적인 다른 
2.4GHz 무선 장치에서 발생하던 간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매우 안전하고 강력한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의 무선 기능에 의해 
구현됩니다. 이 솔루션은 몇 분 내에 설치와 구성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능기능 및 이점이점

Cisco AP 541N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강력한강력한 무선무선 커버리지커버리지 및 성능성능: Cisco AP 541N은 802.11n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무선 솔루션입니다. 802.11n 무선 표준은 이전 세대의 무선 기술(802.11a/b/g)을 바탕으로 더 큰 
범위와 뛰어난 신뢰성과 함께 최대 9배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전의 무선 기술은 단일 스트림과 
안테나를 통해 통신하지만, Wireless-N MIMO 솔루션은 여러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하므로 훨씬 뛰어난 
복원력과 데이터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2.4GHz 또는 5GHz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어 간섭은 줄이면서 뛰어난 무선 용량과 더 깨끗한 신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어드벤스드어드벤스드 클러스터링클러스터링 인텔리전스인텔리전스: 클러스터링은 동일한 네트워크 및 서브넷에서 비슷하게 설계된 다른 
액세스 포인트에 동적 구성 인식 그룹(클러스터라고 함)을 형성할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기능입니다. 클러스터 자체 구성으로 설정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는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서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 설정을 복제(Cloning)하고, 무선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무선 채널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클러스터는 또한 단일 관리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 단일 관리 지점은 모든 액세스 포인트를 
개별 장치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단일 무선 네트워크로서 구성하고 관리함으로써 무선 컨트롤러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 유형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식별자(SSID)

 。암호화 설정, 액세스 목록, MAC 주소 필터 등의 보안 기능

 。사용자 이름 및 암호

 。QoS(Quality of Service) 설정

 。무선 설정

 。무선 인터페이스 설정

 。방문자 시작 화면

•  방문자방문자 접속에접속에 대한대한 높은높은 보안보안: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모든 비즈니스 운영 영역에서 가상으로 이용되는 
환경에서, 벤더와 고객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위치에 방문하기 위해 인터넷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isco AP 541N에는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가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게스트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스트 액세스에 대한 높은 보안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권한을 방문자들에게 부여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방해하지 않고 방문자들이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루션은 게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시작 화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화면에는 환영 메시지나 회사 정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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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 Cisco AP 541N Wireless Access Point의 기능 및 이점

기능기능 이점이점

802.11a/b/g/n 802.11a/b/g/n 무선무선 IEEE 802.11a/b/g/n Draft 2.0 준수 및 2.4GHz/5GHz 송수신기

업계업계 최고의최고의 무선무선 설계설계 • 장거리까지 강력한 신호를 제공

• 다중 경로 전파 간섭을 줄여 보다 일관된 커버리지를 제공

• 다양한 커버리지 요구사항에 맞게 액세스 포인트의 출력을 조절해 커버리지를 조정

• 저출력 전원 설정으로 고밀도 배치 환경에서 보다 촘촘한 액세스 포인트 설치가 가능

• 3개 안테나 포트를 가진 2T3R MIMO 단일 무선 모듈을 지원

• 사무실 및 이와 유사한 RF 환경에서 무지향성 커버리지를 제공

다양한다양한 전송전송 출력출력 설정설정

외장외장 안테나안테나

하드웨어하드웨어 지원지원 AES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암호화

성능 저하 없이 뛰어난 보안을 제공

IEEE 802.11i IEEE 802.11i 준수준수, WPA2 , WPA2 및 
WPA WPA 인증인증

다양한 무선 LAN 클라이언트 장치와 보안이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

잠금잠금 기능이기능이 있는있는 다용도다용도 
장착장착 브래킷브래킷

• 벽, 천장 및 달천장 레일웨이에 쉽게 설치되며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

• 표준 자물쇠를 이용해 도난을 방지함

Cisco AP 541N 무선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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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이점

강력한 무선 커버리지 및 성능

어드벤스드 클러스터링 인텔리전스

방문자 접속에 대한 높은 보안

•  간편한간편한 설치와설치와 구성구성: Cisco AP 541N은 다른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솔루션과 Cisco SBCS와 
간편하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어드벤스드 음성/비디오 애플리케이션도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에는 직관적인 GUI가 포함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Cisco 
Configuration Assistant를 사용하여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전체 유무선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강력한 보안보안: Cisco AP 541N 액세스 포인트에는 강력한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PA2(Wi-Fi 
Protected Access) 암호화, 불법 액세스 포인트 탐지, 액세스 제어 목록 및 MAC 주소 필터링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치배치 유연성유연성: Cisco AP 541N은 모든 배치를 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 AC 전원 또는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데, PoE를 사용하면 단일 이더넷 케이블로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장처럼 전원 콘센트 연결이 어려운 위치에서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확장확장 가능한가능한 설계설계: Cisco AP 541N은 독립형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대규모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일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소규모 기본 설치에서부터 복잡한 무선 음성/비디오 
설치까지 어떠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가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Cisco AP 541N 솔루션을 사용하면 수요가 변경될 
때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비즈니스에 맞춰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과안정성과 신뢰감신뢰감: Cisco AP 541N은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제품으로서 고객의 투자 보호를 
위한 Cisco Small Business Pro Service 3년 계약과 함께 1년 하드웨어 표준 보증이 제공됩니다.

•  통합통합 솔루션솔루션: Cisco AP 541N은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에 속하므로, 다른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제품들과 호환됩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쉽게 구현 및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제품 각각 개별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요구를 해결해주고 안정성과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고객의 통신 
수요가 변경될 때 고객의 환경과 수요에 맞게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견고한 다목적 기술 기반을 
제공합니다.

제품제품 사양사양

표 1은 Cisco AP 541N Wireless Access Point의 기능과 이점을 보여줍니다. 표 2는 제품 사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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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ver Ethernet(IEEE 802.3af)Power over Ethernet(IEEE 802.3af) • 상호 호환이 가능한 대체 AC 전원을 제공

•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여 설치를 단순화함

• 802.3af 준수 전원 공급 장치와 호환됨

Cisco Configuration Assistant Cisco Configuration Assistant 
관리관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포함포함

Cisco Configuration Assistant는 전체 Smart Business Communication System뿐만 아니라, AP 541N의 
구성 및 관리 작업을 단순화함,  Cisco Configuration Assistant는 액세스 포인트를 최대 10개까지 지원

표2. 2. Cisco AP 541N Wireless Access Point의 제품 사양

항목항목 사양사양

부품부품 번호번호 규정 지역: (x = 규정 지역) A = FCC, E = ETSI, N = 비FCC

• 미국 및 캐나다 인증 획득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인증 획득

• 호주 및 뉴질랜드 인증 획득

지원지원 데이터데이터 속도속도 • 802.11a/b/g: 
54, 48, 36, 24, 18, 12, 9, 6, 11, 5.5, 2, 1 Mbps

• 802.11n: 
20MHz 대역폭: MCS 0-15 지원 데이터 속도

40MHz 대역폭: MCS 0-15 지원 데이터 속도

네트워크네트워크 표준표준 IEEE 802.11n, IEEE 802.11b/g, IEEE 802.11a

업링크업링크 802.3 10/100/1000BASE-T 이더넷 자동 감지

주파수주파수 대역대역 및 동작동작 채널채널 미주지역(FCC):
• 2.412 ~ 2.462GHz

802.11b/g, 802.11n(20MHz) 11개 채널

802.11n(40MHz) 7개 채널

5.18 ~ 5.24GHz, 5.745 ~ 5.825GHz
802.11a, 802.11n(20MHz) 9개 채널

유럽(ETSI):
• 2.412 ~ 2.472GHz

802.11b/g, 802.11n(20MHz) 13개 채널

802.11n(40MHz) 9개 채널

• 5GHz: 5.18 ~ 5.32GHz, 5.5 ~ 5.7GHz
802.11a, 802.11n(20MHz) 17개 채널

802.11n(40MHz) 7개 채널

비중복비중복 채널채널 802.11b/g: 3 

수신수신 감도감도(일반일반) 2.4 GHz 
• 802.11b/g

1 Mbps: -91 dBm 
11 Mbps: -85 dBm 
6 Mbps: -86 dBm 
54 Mbps: -69 dBm 

• 802.11n/20MHz
MCS0: -86 dBm 
MCS7: -70 dBm 
MCS8: -85 dBm 
MCS15: -68 dBm 

• 802.11n/40MHz
MCS0: -84 dBm 
MCS7: -66 dBm 
MCS8: -83 dBm 
MCS15: -65 dBm 

5 GHz 
• 802.11a

6 Mbps: -82 dBm 
54 Mbps: -67 dBm 

• 802.11n/20MHz
MCS0: -83 dBm 
MCS7: -68 dBm 
MCS8: -82 dBm 
MCS15: -66 dBm 

• 802.11n/40MHz
MCS0: -82 dBm 
MCS7: -64 dBm 
MCS8: -81 dBm 
MCS15: -62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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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전송전송 전력전력 설정설정

(최대최대 전력전력 설정은설정은 채널채널 및 개별개별 

국가국가 규정에규정에 따라따라 다를다를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2.4 GHz 
• 802.11b: 15 dBm 
• 802.11g: 15 dBm 
• 802.11n/20MHz: 12 dBm 
• 802.11n/40 MHz: 11 dBm 

5 GHz 
• 802.11a: 15 dBm 
• 802.11n/20 MHz: 

13 dBm (채널 36 ~ 64) 
12 dBm (채널 100 ~ 165) 

• 802.11n/40 MHz: 
13 dBm (채널 36 ~ 64)  
12 dBm (채널 100 ~ 165) 

2.4 GHz 
• 802.11g: 

440m, 1 Mbps 
300m, 11 Mbps 
325m, 6 Mbps 
120m,  54 Mbps 

• 802.11n/20 MHz 
310m, MCS0 
100m, MCS15 

• 802.11n/40 MHz 
240m, MCS0 
18m, MCS15 

5 GHz 
• 802.11a 

250m, 6 Mbps 
100m, 54 Mbps 

• 802.11n/20 MHz 
255m, MCS0 
40m, MCS15 

• 802.11n/40MHz 
230m, MCS0 
15m, MCS15 

범위범위(옥외옥외 처리속도처리속도)

전송 거리와 실제 전송 속도는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성능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규정규정 준수준수 안전성:
• UL 60950-1 
• CAN/CSA-C22.2 No. 60950-1 
• IEC 60950-1 
• EN 60950-1 

무선 승인:
• FCC Part 15.247, 15.407 
• RSS-210 (캐나다) 
• EN 300.328, EN 301.893 (유럽) 
• AS/NZS 4268.2003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EMI 및 전자파 내성(Class B):
• FCC Part 15.107 및 15.109
• ICES-003 (캐나다)
• EN 301.489-1 및 -17 (유럽)

안테나안테나 • 2.4 GHz/5 GHz 
• 게인: 2.0 dBi 
• 가로 빔 너비: 360°

상태상태 표시표시 LED LED 외부 LED는 전원, PoE, Diag, 속도, LAN, WLAN 2.4G 또는 WLAN 5G를 나타냅니다.

보안보안 • 무선 보안: WEP(Wired Equivalent Privacy) 64비트/128비트, WPA-PSK(WPA-Pre-Shared Key), 
WPA2- PSK, WPA-ENT, WPA2-ENT

• 액세스 제어: MAC 기반 무선 연결 제어

• SSID 브로드캐스트: SSID 브로드캐스트 사용/사용 안 함
• 클라이언트 격리: SSID 간 그리고 SSID 내에서 무선 클라이언트 격리 지원

• 802.1X: IEEE 802.1X를 통한 무선 클라이언트 인증

크기크기 • 측정 기준: 308 x 44 x 180mm
• 영국식: 12.13 x 1.73 x 7.09인치

• 무게: 2.9487 lbs."

환경환경 사양사양 • 동작 온도: 32º ~ 104ºF(0º ~ 40ºC)
보관 온도: -20º ~ 70ºC
동작 습도: 10~85%, 비응축

보관 습도: 5~90%, 비응축

• 

• 

• 

시스템시스템 메모리메모리 • 64 MB RAM 
• 32MB 플래시

입력입력 전원전원 요구사항요구사항 • 100~240 VAC, 50~60Hz(전원 공급 장치)
• 12VDC, 1.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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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력 소모소모 최소 9.9W

제품제품 보증보증 1년

Wi-Fi Wi-Fi 인증인증

시스템시스템 요구사항요구사항

표 3은 Cisco AP 541N의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표3.3. Cisco AP 541N Wireless Access Point의 시스템 요구사항

액세스액세스 활용활용 내용내용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6.0 이상 또는 Firefox 3.0 이상

PoE(Power over Ethernet) PSE (Power Sourcing Equipment)는 IEEE 802.3af를 준수하고 48VDC에서 최소한 10W를 제공

보증보증

Cisco AP 541N Wireless Access Point는 1년간의 하드웨어 보증(표준)을 적용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http://www.cisco.com/go/smallbi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 조건과 시스코 제품에 대한 기타 정보는 http://www.cisco.com/go/smallbiz를 참조하십시오.

Cisco Small Business Pro ServiceCisco Small Business Pro Service

Cisco Small Business Pro Service는 고객이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AP 541N 솔루션은 장치 수준 서비스를 옵션으로 3년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Cisco Small Business 지원 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과 온라인 채팅 상담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그 픽스 및 Cisco Small Business 지원 커뮤니티 액세스 권한이 제공됩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교체해야 할 
경우, 지역에 따라 익일 하드웨어 사전 교체(다른 지역의 경우 당일 배송)도 지원됩니다.

기업에기업에 맞는맞는 강력한강력한 보안보안 무선무선 기반기반

업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Cisco AP 541N은 기업에 
적합한 강력한 성능과 보안을 손쉽게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전 세계 시스코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시스코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Cisco Small Business Pro Series 솔루션은 현재 
필요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다목적 기술 기반을 제공합니다.

추가추가 정보정보

Cisco AP 541N 및 기타 Cisco Small Business Pro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go/ap500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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