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942개 초중고등학교, 
시스코 Wi-Fi 6와 함께 스마트 미래학교 인프라 완비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미래형 교수학습 가능한 ICT기반 스마트교실을 현실로 

직면 과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원격 수업, 디지털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필요

증가하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와 높아지는 대역폭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정적인 연결성과 
속도, 보안을 갖춘 무선 네트워크 필요

한정된 IT 인프라 관리 인력으로 다양한 환경의 학교 내 네트워크 품질 보장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등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

도입된 시스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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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확장으로 원격 교육 및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차세대 Wi-Fi 6로 네트워크 속도가 2배 가량 향상되었으며, 다수의 단말이 접속하는 고밀집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시에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

각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 시도교육청 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Cisco DNA Center를 통해 
원격으로 관제 및 장애 대응, 스마트 단말의 원격관리 등 통합관리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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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 Center
Cisco Catalyst 9200 Series Switch
Cisco Catalyst 9800 Wireless 
Controller 
Cisco Catalyst 9115 Access Point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교육청은 시스코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오래된 

인프라를개비하고, 도내 942개 초중고 학교에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학습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제한된 IT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경북교육청,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디지털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액세스포인트부터 PoE 

스위치,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까지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유례없는 팬대믹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환경 

조성이 중요해 졌습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 환경과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와이파이망,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시스코와 함께 경상북도 내 942개 초중고 학교에 IT 

인프라를 확대하고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액세스포인트부터 무선 컨트롤러, PoE 스위치까지 고성능 

Wi-Fi 6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도입해 제한적이던 

기존의 오래된 네트워크 대비 40~50% 향상된 접속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스마트 디바이스로 접속해도 안정적인 연결이 

보장됩니다.

현재는 일부 특수 교실에서만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학생 개인별 스마트 

디바이스 지급을 목표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무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AI SW 교육,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학교 현장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IT 전문 기술 인력 없이도 원격으로 관제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 통합 관리 환경 완비

경북교육청 소속의 많은 학교들은 기존의 오래된 인프라로 

인한 제약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IT 기술인력이 각 학교에 

상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상황이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isco DNA 

Center’를 통해 추가로 전문 IT 담당자 없이도 시도교육청 

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앙에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대응 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 환경 지원을 위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확대하고, 교육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객 사례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 2021 시스코 및/또는 그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시스코 및 시스코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코 또는 동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시스코의 상표 목록은 www.cisco.com/go/trademark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타사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파트너라는 단어는 시스코와 다른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10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