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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에 있어서 Wi-F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네트워크에서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Wi-Fi 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BYOD(bring-your-own-device) 액세스부터 비디오와 같은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증가로 인한 문제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역폭에 대한 수요 증가와 속도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IEEE는 차세대 Wi-
Fi 표준 규격인 802.11ac를 개발하였습니다. 802.11ac 표준의 첫 번째 세대(802.11ac 
Wave 1)는 802.11n보다 세 배 개선된 성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개선된 
802.11ac는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다.

• 보다 넓어진 채널 대역폭: 802.11n 에서의 40MHz 대비 80MHz 로 증가, 채널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 공간스트림(Spatial Streams) 증가: 802.11ac 표준은 802.11n이 제공했던 4개보다 
많은 최대 8개의 공간스트림을 지원합니다.

• 덜 혼잡한 5GHz 밴드에서 운영 가능: 현재 대부분의 Wi-Fi 단말은 2.4GHz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단말과의 간섭에 취약합니다. 또한 2.4GHz 밴드는 5GHz 보다 
채널의 수가 더 적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 덕분에, 802.11ac는 이전 Wi-Fi 표준인 802.11n의 강점을 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개선된 기능으로 Wi-Fi 네트워크에서 획기적으로 빠른 
연결을 제공하게 되고 사용자가 향상된 품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802.11ac가 지원되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유선 네트워크에서와 같은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한 덕분에, 단말이 보다 신속하게 네트워크에 
연결 및 연결 해제될 수 있어 대부분의 802.11ac 단말의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질 뿐 
아니라 다른 레거시 단말의 사용 시간도 늘어 납니다.

전반적으로, 802.11ac의 장점과 신뢰성은 향후 무선 네트워크 사용 방법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도입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비즈니스와 조직이 각각의 특정 방식으로 무선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요건과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802.11ac가@ @산업에 어떻게 사용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 수요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Wi-Fi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심장 및 방사선 이미지, 원격 진료, 전자 의무 기록, 
핸드헬드 스캐너, VOIP(voice over IP)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문제없이 안전하게 실행하려면 고성능, 고용량의 보편적인 무선 연결이 의료계에 
필요합니다.

덜 혼잡한 802.11ac의 5GHz 밴드를 사용하면 간섭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의료 
애플리케이션 @ @ @ @ @ @ @ @ N

XPRNQQ¯ @속도가 세 배 더 빠른 802.11ac에서는 원활하고 즉각적인 연결은 물론 
XPRNQQ¢¤@단말에 최적화 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용량이 큰 방사능 및 

@ @파일을 지금처럼 이미지를 확인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장소에서 
@필요없이 환자의 병실로 바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2.11ac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텔레프레즌스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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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교육

사용할 수 있는 802.11ac 클라이언트 기기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네트워크에 
802.11ac를 추가하려는 요구 사항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최신 전자 제품과 기술의 
얼리 어답터(early adapter)인 학생들이 802.11ac가 지원되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을 들고 캠퍼스에 나타나는 학교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의 IT 
책임자가 네트워크에 5세대 Wi-Fi인 802.11ac를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에 
이런 기기를 연결하려는 학생들의 요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802.11ac 클라이언트 도입이 802.11ac를 네트워크에 구축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많은 교육 기관에서 네트워크에 동시 연결을 포함하여 무선 네트워크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역폭과 접속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로 구축해야 합니다. 802.11ac를 사용하면 더 빠른 데이터 전송률, 
더 넓어진 채널 그리고 더 효율적인 변조방식을 통해 캠퍼스에서 더 많아진 수요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더 신속하게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 및 연결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다른 클라이언트의 무선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02.11ac는 대역폭 수요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전반적인 Wi-Fi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 기관도 대부분의 조직과 같은 요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비디오 
사용이 증가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대역폭에 대한 수요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루 
수업이 비디오를 통해 전국 또는 전 세계로 스트리밍되는 협업 교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업 계획에 노트북, 태블릿, 기타 Wi-Fi 연결 기기의 추가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및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수요를 802.11ac를 통해 추가 
대역폭을 제공하도록 초중등 교육기관의 IT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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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802.11ac를 통해 통신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핫스팟입니다. 핫스팟은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에게 인기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핫스팟은 3G 또는 LTE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보다는 Wi-Fi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오프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802.11ac를 핫스팟에 도입하게 되면 통신사업자는 경쟁상황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802.11ac 기기가 시장에 쏟아져 나옴에 따라, 
고객은 최신 802.11ac 지원 태블릿 또는 랩톱을 사용하고 더 높은 대역폭을 경험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핫스팟 고객은 Netflix와 Hulu Plus(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 훨씬 향상된 사용 경험을 하게 
되며 통신사업자는 이 서비스에 프리미엄 요금을 부과하여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02.11ac에서의 5GHz 사용으로 지속적으로 단말을 유도하여 많은 핫스팟 
구축에서 흔히 발견되는 2.4GHz 밴드에서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802.11ac를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약

802.11ac 구축은 무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서의 대역폭 용량 증가로 인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 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선두주자인 Cisco는 무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계속 즐기면서 802.11ac의 장점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802.11a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sco® Aironet® 3600 Series Access Point에는 802.11ac 모듈이 
제공되며 Cisco Aironet 3700 Series Access Point에는 통합된 802.11ac 라디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섭, 무선 단말 사용 밀도, 레거시 단말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Cisco CleanAir®, ClientLink, 그리고 High Density Experience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 802.11ac 기능의 장점을 누리면서 안정성에 대한 
자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80211ac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ap3600
http://www.cisco.com/go/ap3700
www.cisco.com/go/80211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