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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및 결론: 
• Cisco Aironet 3702i는 60개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고집적도 테스트에서 Aruba AP-225보다 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동급 최고의 RF 아키텍처를 갖춘 전용 칩셋을 활용한 Cisco의 
기능 세트인 Cisco High-Density Experience는  802.11ac 구축에 

    걸맞는 뛰어난 성능과 커버리지를 실현함 
 

• Aironet 3702i는 802.3af 및 802.3at 전력에서 두 가지 모두 
Aruba AP-225의 성능 능가 

 

• 속도 대 범위(rate vs. range) 테스트에서 4x4:3 802.11ac 지원 및 
ClientLink 3.0을 사용하여 뛰어난 성능 입증 

 

• 802.11n 5GHz 모드에서 전송하는 다른 근처 AP로 인해 간섭을 
받을 경우 AP3702i는 802.11ac 처리량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침 

 
 

isco는 Miercom과 연계하여 Aironet 3702i 실내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성능과 Aruba Networks의 AP-225 성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단말기 증가, 거리 및/또는 물리적 

장애물의 증가, 동일한 채널에 있는 기기에서 나오는 RF 간섭, 저전력 
조건에서의 운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량/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Cisco Aironet 3702i에는 802.11ac Wave 1 기능 및 802.11n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AP에는 내장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으며 
컨트롤러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3700 Series 중의 하나인 이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됩니다. 

 

• 802.11a/g/n/ac를 지원하며, SNR(signal-to-noise ratio)을 최적화화여 
다운링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업데이트된 ClientLink 기술 

 
 

멀티 클라이언트 성능 테스트를 통해 실시한 전체 12가지 시나리오에서 Cisco 
Aironet 3702i는 Aruba AP-225에 비해 처리량이 월등하게 훨씬 뛰어났습니다. 
처리량 격차는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du 때의 최저 
처리량은 16.6%였고, 클라이언트 수를 최대 60대까지 늘린 조건에서 2 또는 
3개의 공간 스트림을 지원할 때의 최고 처리량은 83.2%였습니다. 

c 

 



• 여러 기능이 집합된 Cisco HDX(High-
Density Experience)는 클라이언트가 더 
많아지고 대역폭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사용될 경우, 또 클라이언트의 
고집적도 집중 현상이 늘어날 경우에 
처리량과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합니다. HDX 기능에는 간섭 
완화를 지원하는 CleanAir 80Mhz, 속도 vs. 
범위 향상을 지원하는 ClientLink 3.0, 
지능형 로밍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Smart 
Roam 및 클라이언트의 뛰어난 확장성을 
지원하는 Turbo Performance가 포함됩니다. 

 

Aruba AP-225 액세스 포인트는 2.4GHz 
대역폭에서 최대 데이터 전송률이 450Mbps이고, 
5GHz 대역폭에서는 1.3Gbps인 소프트웨어로 
설정이 가능한 Dual radio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3x3 MIMO 설계의 각 전방향성 다운틸트 
안테나는 공간 스트림 3개를 지원합니다. Aruba 
AP-225는 전용 모빌리티 컨트롤러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P는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802.11ac 모드로 
작동되었습니다. 한 테스트에서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개수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처리량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1의 그림 1에 나온 바와 같이, 2개 또는 
3개의 공간 스트림을 지원하는 60대의 기기로 
테스트하였을때, AP3702i에서는 Aruba AP-
225에 비해 83.2% 더 높은 클라이언트당 
처리량을 제공했습니다. 

 
802.11ac 범위별 속도 테스트 

 

액세스 포인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거리 및/또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증가할 경우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테스트가 
실행되었습니다. 테스트가 실시되는 동안 
액세스 포인트는 5GHz의 802.11ac 무선 
대역폭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802.11ac 지원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처리량 값이 기록되었습니다. 6가지 
종류의 거리 및/또는 장애물 시나리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와 클라이언트 
단말기 간의 거리 범위는 10 피트에서 150 
피트(약 3m - 46m)였습니다. 테스트에 도입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의 테스트 
실행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6개의 각 클라이언트 위치마다 변형된 테스트가 
2개씩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4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칸막이 처리된 사무실 환경에 
배치되었습니다. 100피트와 150피트(30m 및 45m) 
시나리오의 경우, 액세스 포인트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각 테스트의 각 기기에서 구현 가능한 이론적인 최대 
처리량은 802.11 기능의 종류 및/또는 사용하는 무선 
대역폭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한 번에 한 세트씩 
테스트되었습니다. 또한 각 기기는 공간 
스트림(Spatial Stream) 용량이 달랐습니다. 
• 1대의 Dell Latitude E6430 laptop, 3SS 
• 1대의 MacBook Air notebook, 2SS 
• 1대의 Samsung Galaxy S4 smartphone, 1SS 

 

예상한 바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와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거리 또는 물리적 장애물이 증가하자 
처리량이 감소했습니다. 

 

처리량 값은 각 위치에서 2개의 변형 테스트를 3번 
실행한 6번의 테스트 결과의 평균 값입니다. 

 

공간 스트림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데이터 전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3SS = 1,300Mbps 
2SS = 867Mbps 
1SS = 433Mbps 

 

각 위치의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결과는 다음 페이지
의 그림2~그림4에 별도의 표로 나와 있습니다. 

 

6개의 다른 위치에서 3가지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각각 테스트한 결과 18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AP3702i는 Aruba AP-225보다 평균 처리량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ronet 3702i는 해당 제품과 클라이언트 단말기 
간의 차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처리량을 보였습니다. 두 액세스 포인트의 처리량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된 제품은 1SS 
Samsung Galaxy 스마트폰으로, 150 피트(약 46m) 
LOS(Line of Sight. 가시거리)에서 51.9%, 100피트
(약 30m) LOS에서 45.5%를 나타냈습니다. 

 

두 액세스 포인트의 처리량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2SS MacBook Air 노트북으로, 
25피트(약 7.6m) Non-LOS 및 100피트(약 30m) 
LOS에서 모두 5.5%를 나타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최저 처리량과 최고 
처리량의 비율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3SS Dell Latitude E6430 랩톱: 50피트(약 15m) 

Non-LOS 및 100피트(약 30m) LOS에서 모두 
최저 10.3%, 7.6m Non-LOS에서 최고 29.6% 

• 2SS MacBook Air 노트북: 25피트(약 15m) Non-
LOS 및 100피트(약 30m) LOS에서 모두 최저 
5.5%, 75피트(약 22m) Non-LOS에서 최고 10.8% 

• 1SS Samsung Galaxy S4 스마트폰: 50피트(약 
30m) Non-LOS에서 최저 12.5%, 150피트(약 
46m) LOS에서최고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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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클라이언트 처리량 
 

Aironet 3702i 및 Aruba AP-225는 
고집적도 무선 LAN 환경에 
구축된 802.11ac 지원 모바일 
기기에 기가비트 Wi-Fi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High-Density Experience 
기능 세트는 3702i AP의 
일부입니다. 이 기능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처리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테스트를 통해 고집적도 
단일 공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경우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12가지 LOS 테스트 시나리오를 
실행하였으며, 5대의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수는 
최대 60대에 달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5대씩 늘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Dell Latitude E6430 
3SS 랩톱 10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클라이언트는 2SS 단말기, 
E6430 랩톱 30대, MacBook Air 
노트북 20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천장에 
설치하였습니다. 

 

AP3702i는 4페이지의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뛰어난 처리량을 
제공했습니다. 

 

5개의 단말기에서부터 11.9%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나리오에서 최저 
격차는 단말기 10대에서의 
42.4%이고, 최고 격차는 단말기 
개수를 60대까지 늘린 경우의 
82.8%였습니다. 

 

또한 단말당 처리량도 계산했습니다. 
60 단말 테스트에서의 한 단말당 
처리량은, AP3702i는 한 단말당 
3.93Mbps인 반면, Aruba AP-225는 
0.66Mbps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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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테스트에서 Cisco 
High-Density 
Experience 기능 세트를 
갖춘 AP3702i 액세스 
포인트가 Aruba AP-
225보다 뛰어난 
처리량을 보였습니다. 
10개의 단말기에서 
시작하여 최대 개수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격차 
범위를 살펴보자면, 최저 
편차는 단말기 
10대에서의 42.4%이고 
최고 편차는 단말기 
60대에서의 
82.8%였습니다. 

 
 
 

RF 간섭에서의 처리량 
 

이 일련의 테스트를 통해 동일한 채널에서 다른 
근처 액세스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RF 
간섭이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이 
테스트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80MHz 폭 채널의 
임의의 섹션이 사용 중일 경우, 802.11ac의 광대역 
채널 대역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sco 액세스 포인트는 최적의 스펙트럼 재사용을 
보장하고, 80MHz에서 CleanAir를 활용하여 
고집적도 커버리지 지역의 가까이에 위치한 다른 
액세스 포인트의 신호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자동으로 작동되며, 
80MHz 폭 채널의 일부에서 Wi-Fi 간섭이 작동 중인 
경우에도 Cisco에서 80MHz 폭의 802.11ac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테스트되었던 AP는 802.11ac 모드로 
가동되었으며 2SS MacBook Air 노트북과 
연결되었습니다. 간섭 액세스 포인트인 Cisco SMB 
WAP561은 802.11n 5GHz 모드로 작동했으며 1SS 
iPhone5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었습니다. 
MacBook Air 노트북의 이론적인 최대 데이터 
전송률는 866Mbps입니다. 

 

기본 처리량 값은 간섭 포함/불포함 조건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Cisco AP3702i는  
-80dBm의 802.11n 5GHz 
모드에서 작동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간섭 
포함/불포함 조건에서 
모두 Aruba AP-225의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간섭이 없을 경우 처리량 
격차는 4.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는 

87.7%까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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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의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AP3702i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Aruba AP-225를 
능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802.11n 5GHz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AP3702i의 편차는 
4.8%(544Mbps vs. 519Mbps)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간섭이 발생하자 차이는 87.7%(428Mbps 
vs. 228Mbps)로 늘어났습니다. 

 

AP3702i의 경우, 잡음 억제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반면, Aruba AP-225의 RX 감도 튜닝 
기반 채널 재사용 기능은 반드시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AP-225는 다양한 설정에서 RX 
기능이 테스트되었으나, 처리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전력 조건에서의 성능 

 

이 테스트에서는 일반 전력 및 저전력에서 각 AP를 
작동할 경우의 처리량 및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두 액세스 포인트에서 모두 802.11n 2.4GHz 및 
802.11 5GHz 신호를 전송해 보았습니다.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Dell Latitude E6430 랩톱 
2개는 액세스 포인트를 마주 본 상태로, 10피트(약 
3m) LOS입니다. 

 

2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되어, 일반적인 
802.3at(PoE+) 및 저전력 802.3af(PoE)가 
사용되었습니다. 

 

Aruba AP-225의 경우 2.4GHz에서 처리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802.3at를 사용할 때는 
148Mbps였다가, 802.3af를 사용하자 55Mbps로 
169%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AP3702i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AP3702i에서는 최대 15.4와트를 제공하는 802.3
af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2.4GHz 및 5GHz 
환경에서 4x4를 3x3으로 줄여 공간스트림 3개를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ruba 
AP-225의  기능은  2.4GHz 무선에서  공간  스트림

 1개만 전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결론 
 

Cisco Aironet 3700 Series 중 하나인 Cisco Aironet 
3702i는 Cisco 최초의 802.11ac 기능이 내장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현실적으로 WLAN 환경에 
중요한 가치를 더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2014년 초에 기가비트 Wi-Fi 표준이 확정된 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10피트(약 3m) LOS(가시거리)에서 
시작하고, 150피트(약 46m) LOS 및 Non-LOS로 
마무리되는 범위별 속도 테스트에서, AP3702i는 
높은 수준의 802.11ac 처리량을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처리량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고집적도 환경 및 근접 액세스 
포인트의 RF 간섭을 시뮬레이션 한 두 가지 
테스트에서 높은 수준의 802.11ac 처리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저전력 조건에서 가동할 경우, AP3702i는 
각각 802.11n 모드, 2.4GHz 및 5GHz에서 
작동하면서 완전한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Cisco AP3702i는 일반 
802.3at(PoE+)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저전력 
802.3af(PoE)로 전력을 
감소시켰을 때, 802.11n 
2.4GHz나 5GHz에서도 
처리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Aruba AP-
225의 경우에는 

2.4GHz에서 처리량이  
169%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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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방법 
 

두 가지 스펙트럼 분석기(Cisco Spectrum Wi-Fi 및 MetaGeek의 inSSIDer Office)를 사용하여 테스트에 사용되는 
대역폭에 외부의 무선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AP는 거리, 멀티 클라이언트, 802.11n 5GHz 간섭 
포함/불포함에 따른 범위별 속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802.11ac 모드로 가동했습니다. 저전력 조건에서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두 가지 802.11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하나는 2.4GHz에서, 나머지 하나는 5GHz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테스트했습니다. 

 

간섭 포함 및 불포함 조건에 따른 처리량 테스트에서는, 802.11n 5GHz 모드로 가동하는 Cisco SMB WAP561 AP에서 
1SS iPhone 클라이언트로 트래픽을 전송하여 간섭을 발생시켰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는 Dell Latitude E6430 랩톱에서 실행되는 Ixia IxChariot Server에 의해 레이어 3 트래픽이 
생성되었습니다. 범위별 속도 테스트에서는 3SS Dell Latitude 랩톱, 2SS MacBook Air 노트북, 1SS Samsung Galaxy 
S4 스마트폰에 IX Chariot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었습니다. 

 
3SS Dell Latitude E6430 랩톱, 2SS Dell Latitude E6430 랩톱, 2SS MacBook Air 노트북은 멀티 클라이언트 테스트에 
사용되었으며, 2SS MacBook Air 노트북은 간섭 포함 및 미포함 테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각 AP는 별도의 하드웨어 기반 컨트롤러로 관리되었으며, AP3702i는 Cisco WLC 5508, 버전 7.6.1.106(베타 빌드), 
Aruba AP-225는 Aruba 7210 Mobility Controller, 버전 6.3.1.0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AP3702i 및 Aruba AP-225는 천장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속도 vs. 
범위 테스트에서는 공간 스트림이 다른 세 종류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는 다수의 공간과 파티션, 벽, 복도가 있는 사무실 건물에서 수행되었습니다. 
 

Miercom에서 최고의 테스트 도구로 인정한 Ixia의 IxChariot(www.ixiacom.com)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시뮬레이션하여 실질적인 부하 조건에서 단말기 및 시스템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IxChariot Console, 
Performance Endpoints 및 IxProfile로 구성된 IxChariot 제품군에서는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전반에 걸친 
수백 가지 프로토콜 테스트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 평가 및 단말기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IxChariot은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특징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테스트는 적절한 테스트 및 평가 장비로 테스트를 재현하고자 하는 고객이 테스트를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재현하는 데 관심이 있는 현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경우 
reviews@miercom.com 으로 문의하시면 테스트 중인 기기에 적용된 컨피그레이션 및 이 평가에 사용된 테스트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Miercom에서는 고객이 직접 요구 분석 연구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히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제품 구축을 위한 예상 환경을 대상으로 한 작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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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rcom Performance Verified 
 
고집적도 실내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Cisco 
Aironet 3702i는 모든 802.11ac 성능 테스트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멀티 클라이언트 테스트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반의 Cisco High-Density Experience 기능 
집합의 역할이 조명되었습니다. 간섭 포함 및 불포함 
테스트에서는 Cisco High-Density Experience의 기능인 
CleanAir 80MHz가 강조되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3700 Series 중의 하나인 Cisco Aironet 
3702i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802.11ac 기능을 
갖춘 Cisco 최초의 전용 AP 제품입니다. 

 
테스트 결과, Aironet 3702i는 Miercom Performance 
Verified 인증을 획득하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Cisco Aironet 
3702i 

액세스 포인트 

Cisco Systems, In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1-800-553-6387 
www.cisco.com 

 
 
 

Miercom의 제품 테스트 서비스 정보 
 

Miercom에서는 Network World, Business Communications 
Review, Tech Web - NoJitter, Communications News, 
xchange, Internet Telephony 및 기타 유수의 간행물을 
비롯하여 업계 최고의 네트워크 산업 정기간행물에 수백 
건의 제품 비교 분석 연구를 게시해 왔습니다. Miercom은 
업계 최고의 독립적인 제품 테스트 센터로서 확고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Miercom의 사설 테스트 서비스에는 경쟁업체 제품 분석 및 
개별 제품 평가가 포함됩니다. Miercom에서는 Certified 
Interoperable, Certified Reliable, Certified Secure 및 
Certified Green을 비롯한 포괄적인 인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또한 업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사용 편의성 및 성능 평가인 
NetWORKS As Advertised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131101 reviews@miercom.com www.miercom.com 인쇄하기 전에, 전자 배포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보고서에 언급된 제품 이름 또는 서비스는 해당 소유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Miercom에서는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오류, 부정확성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Miercom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거나 해당 
정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정 고객 요구 사항 분석에 대한 내용은 Miercom Consulting과 같은 전문가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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