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코 기가 무선랜 솔루션을 통해  

만드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 

김찬우 과장 
 시스코 코리아  



목차 



무선랜, 액세스를 점령하다!! 



Top10 Broadband 네트워크 트렌드 

Cisco VNI(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Update, 2013 - 2018 

2 
M2M Growth Drives the Realit
y of IoE 

3 
Broadband Speeds: Fixed vers
us Wi-Fi 

5 
Content Delivery Networks (C
DNs) & Traffic Topology 

6 
IP Video Traffic Analysis  
(SD, HD & UHD Trends) 

7 
Residential, Business & Consu
mer Mobile Service Adoption 

8 
Peak versus Average IP Traffic 
Growth 

9 
IPv6 Shows Continued Global 
Adoption 

10 
Tiered Pricing: Comparing Mo
bile & Fixed Data Caps 

1 
디바이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 

4 
Wi-Fi 기술이 액세스 네트워크
를 지배한다!! 



디바이스 패러다임의 변화 

PC 중심에서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변화 

Mobile First!! 

모바일 퍼스트 (First) 는 이미 옛말이다. 이제는 PC 없이 모바일로만 인

터넷에 접속해 모든 일상을 처리하는 모바일 온리 (Only) 세상이 온다. 
 

- 2014년 11월 4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Mobile First 

미래는 Mobile only?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 

유선랜 중심의 액세스에서 무선랜 중심의 액세스로 변화 

x2 x10 

5+ year ago Now 



액세스를 점령한 Wi-F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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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Wi-Fi from Mobile Devices (71% CAGR)

Fixed/Wi-Fi from Wi-Fi Only Devices (19% CAGR)

액세스 기술별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 추이 (Cisco V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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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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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bytes   
per Month 

향후 무선 트래픽(61%)이 유선 트래픽(24%)을 앞지를 것 



무선랜 성장을 이끄는 힘 
기가 Wi-Fi, 그리고 시스코 



기가 Wi-Fi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802.11n 대비 3배 이상의 고성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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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Air 2 

Galaxy S4 

iPhone 6/6+ Galaxy S3 

iPhone 5/5S 
iPhone 3GS 

4SS 데스크톱 

3SS 데스크톱 / 랩톱 

2SS 랩톱 / 태블릿 PC 

1SS 태블릿 PC / 스마트폰 



기가 Wi-Fi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스마트 디바이스 배터리 향상 효과

데이터 

802.11ac 

802.11n 

0MB 890MB 2.1GB 3.26GB 4.68GB 4.68GB 

0MB 432MB 1.08GB 1.64GB 2.13GB 2.76GB 

배터리 수명  
최대 2배 연장  

802.11ac의 속도로 전송/수신 작업 감소 = 배터리 수명 증가 



모바일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의 증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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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Wi-Fi의 필요성 – 모바일 디바이스 

2014 

802.11n  한계 

*2014 Cisco Mobility Landscape Survey의 애플리케이션 성장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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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에는 신규 디바
이스의 50%가 802.11ac, 
2015년에는 75%로 증가 



기가 Wi-Fi의 필요성 – 고밀도 환경 

다수의 단말 

한정된 공간 

+ 

고밀도 환경 

기가 Wi-Fi 필요 

= 



기가 Wi-Fi, Why Now, Why Cisco? 

 802.11ac  
최적화 기능 

더 우수한 고밀도 경험 
(High-Density Experience) 

광범위한  
802.11ac 포트폴리오 

무선랜  
기술 선도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트래픽의 증가 

무선: 주된  
액세스 수단 

고밀도 환경의  
무선랜 

디바이스의 증가 
802.11ac 지원 단말 보편화 

 Why Now? 

 Why Cisco? 



Cisco HDX (High Density Experience) 

*향후 제공 예정 

Cisco CleanAir® 80Mhz 

로밍 최적화 

터보 퍼포먼스 

Cisco ClientLink 3.0  

노이즈 감소* 

CISCO HDX  

전용 칩셋 기반 고밀도 환경에 최적의 사용자 경험 제공 



맞춤형 하드웨어를 통한 성능 차별화 

DRAM(512)  

5GHZ Radio   

OFF THE SHELF SILICON  CISCO CUSTOM SILICON  

CPU 

DRAM(128)  CPU 

DRAM(128)  CPU 

2.4GHZ Radio   

Cisco의 이점 

802.11ac 및 고밀도 환경 지원:     
라디오 전용 CPU 및 메모리  

 



맞춤형 하드웨어를 통한 성능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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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수 

TCP 다운링크 처리량 5GHz 멀티 클라이언트: 802.11ac 클라이언트 60개 

Cisco 3702i 

가장 근접한 경쟁
사 

맞춤형 하드웨어로 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가장 광범위한 기가 Wi-Fi 포트폴리오 제공 

Indoor 

MR34 
802.11ac 

Outdoor 

1570 
802.11ac | HDX 

1700 
802.11ac 

Indoor 

Indoor 

2700 
802.11ac | HDX 

Indoor 

3700 
802.11ac | HDX | Modular 

3600 
802.11n w/ 802.11ac Modul

e 

On-Premise Cloud-Managed 

3x3:2 | MDR: 867 

3x4:3 | MDR:1.3Gbps. 

4x4:3 | MDR: 1.3Gbps. 

4x4:3 | MDR: 1.3Gbps. 

3x3:3 | MDR: 1.75Gbps. 

NEW 

NEW 

동급최강 3x3 HDX 기가WiFi 업계최강 4x4 기가아웃도어 명품 클라우드 



업계 유일 모듈형 설계 AP 제공 

802.11ac Wave 1 & 2(향후):  
차세대 무선 표준 지원 

무선 보안 모듈: 위협 탐지 및 완화  

3G Small Cell: 사각 지대가 있는 구역에 셀룰러 
지원 추가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을 해결할 미래 지향
적 기술 



애널리스트의 평가 

“Cisco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폭넓은 
네트워킹 포트폴리오입니다.” 

“Cisco는 엔터프라이즈 WLAN 솔루션 
시장의 선두 주자입니다.” 

“Cisco의 단일 정책, 단일 관리, 단일 네
트워크 메시지는 계속 순항 중입니다.” 

9월 2013년 10월 2013년 10월 2013년 전체 보고서 보기 전체 보고서 보기 전체 보고서 보기 



시스코는 802.11ac로의 전환을 주도 

• 802.11ac 지원 무선 컨트롤러 및 액세스 포
인트 출시 

• Wi-Fi Alliance의 인증 취득 

• 802.11ac 관련 기술 선도 

• 미래 보장형 솔루션을 위해 802.11ac Wave 
2   Module 지원 

• 독자 칩셋 기반 하드웨어 아키텍쳐 

• 모듈형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업  

802.11 표준의 핵심 기여자로 Wi-Fi 기술 선도 



무선랜을 이용한  
모바일 소비자 관계 강화 



모바일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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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로열티 프로그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실시간 기술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신원 인식 기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위치 인식 기능 

향상된 사이버 보안 기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온사이트 고객 Wi-Fi 액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회사 정보 액세스 

구현했음 구현할 계획 구현 계획 없음 모르겠음 

출처: Cisco Strategic Marketing Organization/2014 Mobility Landscape 
Survey   



온사이트 고객 Wi-Fi 액세스 

Fill In A Simple Form Check Your Email Connect to WFI 

hansolo 

nerfherder 

ISE를 통한 간편한 게스트 관리 – SMS/Email을 통한 셀프서비스 방식 



온사이트 고객 Wi-Fi 액세스 

optional optional 

ISE를 통한 간편한 게스트 관리 – SMS/Email을 통한 셀프서비스 방식 



온사이트 고객 Wi-Fi 액세스 

Approved! credentials 
 

username: trex42 
password:  littlearms 

Visiting email? 

ISE sends email re
questing approval 

Logs into Sponsor Portal 
and Approves or rejects 

ISE를 통한 간편한 게스트 관리 – 내부 직원 승인 사용 



온사이트 고객 Wi-Fi 액세스에 광고를 더하면.. 

 Facebook Wi-Fi를 통해 브

랜드 인지도 향상 및 통찰력 

확보 

 사용자가 Wi-Fi에 연결하고 

브라우저를 열고 체크인 

 사업장은 뉴스 피드, 친구 추

천 등을 통해 노출 확대 

Facebook Wi-Fi 

Facebook Wi-Fi를 통한 광고 효과 & 방문자 정보 확보 



온사이트 고객 Wi-Fi 액세스에 광고를 더하면.. 

 Facebook Wi-Fi를 통해 브

랜드 인지도 향상 및 통찰력 

확보 

 사용자가 Wi-Fi에 연결하고 

브라우저를 열고 체크인 

 사업장은 뉴스 피드, 친구 추

천 등을 통해 노출 확대 

Facebook Wi-Fi 

Facebook Wi-Fi를 통한 광고 효과 & 방문자 정보 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위치 서비스를 더하면.. 

실내 네비게이션/위치 찾기 

고객 방문시 환영 메시지 
전달 

위치 정보를 활용한 푸시 
메시지 전달 

다른 시스템과의 
Integration 

서비스 내용 

위치 기반 광고 메시지 전달 



모바일 위치추적을 위한 기술 

 AP를 통한 Wi-Fi 데이터 서비스 제공 

 Wi-Fi + Beacon을 통한 위치서비스 제공  

 Wi-Fi를 통한 rogue BLE beacon 관리 

 Wi-Fi를 통한 위치 정보 Analytics 제공 

Proximity 기반 메시징  

BLE Beacon? Wi-Fi? 

상대적 높은 위치 정확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CAPEX 

데이터 서비스 미제공 

상대적으로 높은 OPEX 

위치정보 Analytics 미제공 



진화하는 무선랜 위치추적 기술 

일반적인 방식 Cisco의 방식: 

T=00s T=30s 

패킷  
RSSI 

데이터 패킷 기반 위치추적 기술 (FastLocate) 

Probe RSSI 기반 위치 추적 

Probe Occurs every ~30 Seconds 

Zone A Zone B Zone C 

FastLocate every 6 seconds  

Zone A Zone B Zone C 

데이터 패킷 RSSI 기반 위치 추적 



위치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 

공통적인 트래픽 패턴 

신규 방문객 vs. 단골 방문객 

사업장 및 구역별 사람 수 

사업장의 피크타임 

NEW



기가 WiFi 의 미래 



WAVE2를 위한 법규 준비 

기가 Wi-Fi는 여전히 진화중 

미래부고시 2014-39호 

채널당 160 MHz 대역폭 허용 

WAVE2를 향한 준비 

WAVE2를 위한 유선 인프라 준비 

기존 케이블을 활용한 멀티 Gig 지원 



WAVE2를 위한 스위칭의 진화 - mGiG 

100/1000Mbps, 10G 표준을 준수합니다!!  

멀티 기가 스피드에서도 POE+를 지원합니다!! 

1G, 2.5G, 5G, 10G 지원 가능합니다!! 

케이블링 (Cat5E 이상)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Catalyst 3850 Catalyst 4500E 



미래 Wi-Fi 기술 

802.11w의 필수화 
(WFA 필수기능 등재) 

고속 로밍 기술, 802.11v 
(100Km 이상에서도 msec 로밍) 

자동 접속 기술  
Passpoint, 글로벌로밍 

고속 접속 기술 802.11ai 
패스트 이니셜 링크 셋업 

위치추적 정확도 향상 
AoA (Angle of Arrival) 

차차세대 무선랜 기술 
802.11ax (High Efficiency WLAN) 



맺음말 



맺음말 

• 향후 5년간 IT 서비스의 절반은 무선랜을 통해 발생 – 802.11ac 는 
그 중심에서 네트워크 변화를 주도 

• 시스코는 기가 Wi-Fi로의 전환을 주도 (HDX, 802.11ac 최적화를 
위한 FlexDFS, ATE,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모듈형 AP) 

• 모바일 소비자 관계 강화를 위하여 무선랜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 
(게스트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치 인식, Big Data 
Analytics) 

• Wi-Fi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계속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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