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개요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은 위치, 온도 및 자산 가용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
스의 자세한 컨텍스트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수집 및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
한 컨텍스트 정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은 진정한 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
워크의 차세대 기술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시스코 컨텍스트
-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은 이동 중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이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기기 및
모바일 기기 사용자와 관련된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여 조직의 수익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의 일부인, 시스코의 컨텍스트
-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의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그림 1은 컨텍스트-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
요를 나타냅니다.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Cisco 3300 Series Mobility Service Engine
에서 실행되며 수천 개의 모바일 기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랩탑이나 듀
얼밴드 전화기와 같은 무선 장치인 경우, 해당 컨텍스트 정보는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장치 라디
오 모듈에서 직접 전송됩니다. 모바일 기기에 라디오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태그를 부착하면
필요한 매개변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를 빠르게 채택하고 기업들이 의료보건산업, 제조산업, 소매산업,
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텍스트 인식(Context Awareness)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림 1.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수신되는 컨텍스트 정보를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하여 처리
합니다. 클라이언트용 컨텍스트-어웨어 엔진은 Wi-Fi 클라이언트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태그용 컨텍스트-어웨어 엔진은 Wi-Fi 태그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에 따라 두 엔진을 함께 배치할 수도 있고 하나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 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1 of 4

데이터 시트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실내, 천장이 높은 실내 및 옥외 환경에 배치할 수 있습
니다. 실내 환경을 위한 RSSI(신호강도표시) 기술과 천장이 높은 실내 환경과 옥외 환경을 위한
TDOA(실시간 위치추적) 기술이 결합되어 사용자가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할 때에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아키텍처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은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의 컨트롤러 기반 아키
텍처(그림 2 참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에는 액세스 포인트, 무선
LAN 컨트롤러, Cisco Wireless Control System 및 Cisco Mobility Services Engine이 포함됩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하여 Wi-Fi 클라이언트와 Wi-Fi 태그로부터 수신된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하는 액세스 포인트와 동일한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솔루션은 모듈식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태그와 클라이언트에 대해 각각 다른 프로세싱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컨텍스트-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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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이점
표 1은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나타냅니다.
표 1.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 및 이점

주요 기능

이점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Wi-Fi 태그를 가진 자산과 Wi-Fi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최대 18,000개의 자산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확장성을 통해 전체 엔터프
라이즈 환경에 컨텍스트 어웨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텍스트-어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모듈식 설계로 되어 있어 클라이언트를 컨텍스트-어웨어 엔진과 태그를 위한
컨텍스트-어웨어 엔진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Wi-Fi 클라이언트 또는 Wi-Fi 태그를
엔진
사용하는 자산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확장성

다양한 위치정보 인식
기술

실내, 천장이 높은 실내 및 옥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태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에는
실내 환경을 위한 RSSI(신호강도표시) 기반 RF 지문 기술과 옥외 및 천장이 높은 환경을 위한
TDOA(실시간 위치추적) 기술이 이용됩니다. 또한, 컨텍스트-어웨어 모빌리티 서비스 모듈은 높은
충실도(high-fidelity) 및 결정론적인 상황 인식 정보가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초크포인트
(chokepoint) 사용을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업 내 상황 인식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개방형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XML 기반 API를 통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
션의 통합을 허용합니다. 이 API는 시스코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고 및 알림

사용자 기반 비즈니스 정책 요구사항에 따라 경고 및 알림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비즈니스 정책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경고 및 알림은 보고되는
상황의 위험레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구현 계획 옵티마
이제이션

데이터, 음성 및 컨텍스트 인식 서비스를 계획하고 설치 구현하는 과정이 특정 설치 구현 시나리
오에 대한 커버리지 홀(coverage hole) 식별을 통해서 보다 단순해졌습니다. 제공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설치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보안

악성 액세스 포인트 및 장치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감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개선하여 엔
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보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Information Exchange
Configuration

Information Exchange Configuration를 통해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컨트롤러에서 컨텍스트
-어웨어 소프트웨어로 전달하는 정보 레이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에 수집 및 전송되는
컨텍스트 정보의 양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와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 간의
절대 대역폭(absolute bandwidth)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내역 데이터

추적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내역 데이터가 수집 및 저장됩니다. 이러한 내역 데이터는 추세를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라이센스
관리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관리 기능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구입한 라
이센스의 종류와 볼륨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라이센스를 추가(최대 18,000개 자산까지 추적 가
능)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Pay-as-you-scale 라이센스 모델은 미래에 확장할 필요가
생겼을 때 빠르게 확장하여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관리 편의성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백업 및 복원
• 백업 스케줄러
• 온라인 학습(E-learning)
• 경고 대시보드
• 자산 정보의 편리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 태그 및 클라이언트 필터링 및 제외
• 액세스 제어 목록
• WCS를 사용한 자동 응답
• Interfloor 차별화
• 레일 및 지역(Rails and regions)
• 로그 및 보고서

제품 사양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는 Cisco 3300 Series Mobility Service Engine에서 실행됩니다.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위치 라이센스(location
license)로 Cisco Wireless Control System(WCS)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WCS 인터페이스에서는
모듈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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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Wireless Control System(WCS): 5.1.xxx 이상 필요

●
●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WLC): 4.2.xxx(xxx>112) 또는 5.0.xxx(xxx>148) 이상 필요

●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위한 Cisco Aironet 100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는 버전
4.2.xxx(xxx>112)에서만 지원됩니다.

주문 정보
표 2는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문 정보를 나타냅니다. 주문을 하려면 홈 페
이지(http://www.cisco.com/en/US/ordering/index.shtml)를 방문하십시오.
표 2.

주문 정보

부품 번호

제품 이름

이용 안내

AIR-CAS-3KC-K9

컨텍스트-어웨어 Engine(3000개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실내 환경에서 Wi-Fi 클라이언트 추적

AIR-CAS-6KC-K9

컨텍스트-어웨어 Engine(6000개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AIR-CAS-12KC-K9

컨텍스트-어웨어 Engine(12000개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AIR-CAS-3KT-K9

컨텍스트-어웨어 Engine(3000개 태그 라이센스)

AIR-CAS-6KT-K9

컨텍스트-어웨어 Engine(6000개 태그 라이센스)

AIR-CAS-12KT-K9

컨텍스트-어웨어 엔진(12000개 태그 라이센스)

실내·외 환경과 천장이 높은 환경에서
Wi-Fi 클라이언트 추적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 시스템즈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인력, 프로세스, 고객지원 툴 및 파트너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것으
로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실현합니다. 시스코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네트워크 투자
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비하여 네트워크 인텔리전
스 및 비즈니스의 성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Cisco Technical Support Services) 또는 시스코 고급 서비스(Cisco
Advanced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시스코 컨텍스트-어웨어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ttp://www.cisco.com/go/contextaware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시스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Printed in USA

© 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C78-470925-00

05/08

Page 4 of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