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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강화※2 IoT 환경에 최적화 ※2

더 높은 용량으로 고밀도 환경 대응

Cisco RF ASIC+ 서드 라디오로 안정화나 보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용량

Wi-Fi 6 에서의 낮은 지연시간과 

비거리 확대에 의한

IoT 에서의 이용을 상정한

Bluetooth 나  ZigBee※3 대응

지연 감소 및 신뢰성 향상 보다 뛰어난 데이터 레이트

절전력 향상 비거리 확장

── 2.4GHz/5GHz로 무선 공간을 효율화 ──

Wi-Fi 6(802.11ax)와
시스코의 독자적인 기술

※1 낮은 데이터 레이트에 한함　※2 Cisco Catalyst 9120 대응　※3 향후 대응 예정　※4 P3 를 참조

보다 긴 가드 인터벌을 사용해
특정 데이터 레이트※1로 비거리를 활장

OFDMA 에 의한
동시 액세스

OFDMA 로 셀룰러와 같은
지연 속도, 신뢰성이나 QoS

Target Wake Time (TWT)
에 의한 절전

1024-QAM 에 의해
라디오당 최대  9.6 Gbps

8 × 8:8SS
(공간 스트림)

BSS 컬러링으로
공간 이용 효율화

MU-MIMO 로
스트림을 이용해
병렬 통신

Powered by

Cisco DNA Center, Cisco ISE 와 

RF 시그니처 캡처 기능※3 으로 

수상한 움직임을 신속히 탐지

서드 라디오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에 의한 실시간 분석, 대응

·RRM ·간섭원, 부정 AP/단말기

·위치 ·DFS

Dual 5 GHz.
5 GHz./2.4 GHz.

플렉시블 라디오 어사인먼트(FRA)로

2.4GHz 대를  5GHz 대로 자동으로 전환해 용량 강화

20-25%
증가된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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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대시보드 지원 다양한 도입 패턴

N+1 롤링 AP 업그레이드의 동작 이미지

── 신뢰성, 안정성, 유연성이 뛰어난 환경 실현 ──

Wi-Fi 6(802.11ax)를 위한
Cisco Catalyst 9800 시리즈

어플라이언스 외에 가상화/클라우드판이나 스위치 내장 모델 제공

불법적인 부팅 방지
Trustworthy

유연한 프로그래머빌러티
(YANG 데이터 모델)

기존의 인증&

암호 조작 탐지

높은 수준의
보안

액세스 포인트의 소프트웨어를 갱신할 때, 자동으로 그룹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유지하는

N+1 롤링 AP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의 무선 컨트롤러로 가능한 스테이트풀 스위치 오버(SSO) 지원

스위치나 라우터가 대응하는 핫 패치(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SMU)도 새롭게 지원

·Cisco Enterprise Network  
  Compute System（ENCS）
·VMware ESXi
·KVM

·Amazon Web Services
  （AWS）
·Google Cloud Platform
 (지원 예정)

무선
컨트롤러
(프라이머리)

정규 하드웨어 정보를 칩에 각인해
불법 하드웨어에서의 부팅을 방지해 줍니다.

개방적인 프로그래머빌러티 API 지원

API 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합니다.
http://y2u.be/yLgb-fhWdZg

무선
컨트롤러
(세컨더리)

어플라이언스 스위치 내장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룹 1

액세스 포인트 클라이언트

그룹 2

그룹 3

그룹 4

무중단 통신

무선 컨트롤러(프라이머리)를 업그레이드. 

그 동안, 각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컨트롤러(세컨더리)와 통신

자동으로 그룹이 나뉜 액세스 포인트가 

업그레이드를 마친 무선 컨트롤러

(프라이머리)에 접속해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

무선 컨트롤러(세컨더리)도 업그레이드를 

실행

트러스트 앵커 모듈

CPU、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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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가 액세스 포인트와 클라이언트간의 무선 접속 문제를 분리해 

줍니다. 테스트 스케줄을 작성해 어떤 항목을 테스트할지 정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시스템 로그나 SNMP 정보 등의 다양한 콘텍스트를 분석해,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무선 LAN 운영을 지원합니다. 도출해낸 인사이트로 

문제를 특정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안해 줍니다.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가시화를 제공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문제 

대처 가이드를 통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장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캡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액세스 포인트나 플로어간, 유선/무선간 캡처를 동시에 실시해, 1 개의 데이터에 집약

관리자

센서로서의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일람

무선 LAN
컨트롤러

라우터
액세스
포인트

스위치

Suggested Action 
· ------------------
· ------------------
· ------------------

네트워크 전체 파악 가능

── AI를 통한 인사이트로 문제 해결 ──

혁신적인 무선 LAN 운영방식
AI/ML 기반의 Cisco DNA Assurance

모바일 단말

액세스
포인트

사무실

WLC

데이터센터

Cisco ISE

Cisco Prime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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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NA Assurance와 연동되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등, 무선 네트워크의 트러블슈팅에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DNA Spaces 의  API 를 이용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상세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의 1 개의 

패널(대시 보드 화면)로 제공합니다.

Cisco CMX 어플라이언스

Cisco DNA Center

Cisco DNA Spaces 는 Cisco DNA Center/Cisco Prime Infrastructure(PI)/서드파티 연계 솔루션을 유지함과 더불어, 위치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서비스 플랫폼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 Cisco CMX※ 가 Cisco DNA Spaces 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위치기반 솔루션
Cisco DNA Spaces

※Cisco Connected Mobile Experiences

Cisco CMX 어플라이언스

Cisco CMX 어플라이언스

서드파티 연계

Cisco DNA
Spaces
클라우드

Cisco DNA 
Spaces
클라우드

종속 포털 고객을 프로파일하는 페르소나

자산 관리용 오퍼레이셔널 인사이트다양한 방법에 의한 분석

백화점 쇼핑몰홈 센터

회의 센터 공항 공공 시설공항

· 유통/배송 센터
· 쇼핑몰, 공항, 터미널 역
· 대학교, 교육 관련 시설, 행정 시설
· 호텔, 리조트 등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주말에 자주 
오는 고객

레스토랑만 
이용

VIP
멤버

위치 정보 기반 분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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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o Resource Management(RRM) 알로리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WLAN 환경에 맞게 전파를 자동으로 조정
    ●  Cisco CleanAir 로 전파 간섭원 특정 및 회피를 자동화
    ●  스테이트풀 스위치 오버(SSO)로 다중화된 무선

컨트롤러를 장애 발생 시 전환해 자동으로 복구※1

번거로운 조정을 자동화

 

시스코의 독자적인 기능을 응축시킨 Cisco High Density Experience

(HDX) 테크놀로지※2 로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와 액세스 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밀도 네트워크의 부하를 경감시켜 줍니다.

   ●  Cisco ClientLink 4.0
   ●  터보 성능
   ●  플렉시블 라디오 어사인먼트
   ●  옵티마이즈 로밍 등

※1 Cisco 5520 시리즈, Cisco 8540 시리즈가 대응
※2 Cisco Aironet 2800/3800/4800/1560 시리즈가 대응

 

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정적

 

무선 LAN 컨트롤러

Cisco Prime
Infrastructure

SSO

HDX

RRM CleanAir

●  Cisco Catalyst 9800 시리즈는 “N+1 롤링 AP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액세스 포인트 갱신 시에도 통신 유지 (상시 접속)

●  의도하지 않은 다운이 발생해도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을 유지

시스코 무선 솔루션은 “하나의 연결된 세상”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케이블로 유선 접속이
최대 5Gbps

802.11g/a/n/
ac wave1/ac Wave2 의

다양한 단말의 처리 속도 향상

멀티 기가비트
업링크

Cisco ClientLink 4.0

애플리케이션의 가시화를
하드웨어로 처리해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음

CPU, 메모리를 증강해
액세트 포인트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음

제로 임팩트
AVC

터보
성능

간섭원을 자동으로
탐지해 영향력까지
자동으로 수치화

원활한 로밍을 지원

Cisco CleanAir

옵티마이즈 
로밍

플렉시블
라디오 어사인먼트

2.4GHz ⇔ 5GHz 를
자동으로 전환해

최대 5.2GHz(규격값) 실현

플렉시블
DFS

레이더파의 간섭을
피해 자동으로
채널 폭을 변경

듀얼 5 GHz

5GHz + 5GHz 의 
듀얼 모드로 

최대  5.2GHz(규격값) 실현

Samsung & Apple
파트너쉽

Open Roaming
Samsung Analytics (in Cisco DNAC)

Adaptive 802.11r
FSM(Field Service Management)

5 GHz

취약성이나 사소한 버그 수정 시에 패치를 적용해 

Cisco Catalyst 9800 시리즈를 리부팅할 필요가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그레이드(SMU)
액세스 포인트의 새로운 모델 출시 시, 

핫 패치로 적용

AP 디바이스 팩

핫 패치로 리부팅이 필요하지 않은 운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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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포인트끼리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추측이 아닌 

실제 전파 상황을 히트맵으로 

가시

화합니다.

 
Cisco CleanAir 기술로 간섭원을 가시화

 
히트맵으로 전파를 가시화

무선 환경이 간섭으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Air 

Quality), 간섭원의 위치나 영향 

범위를 가시화합니다.

트래픽 트래픽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SNS VDI

Web
회의 비디오

무선 네트워크로 Cisco AVC 솔루션을 사용하면, 심층패킷 

검사(DPI)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의 가시화를 통해 

통신의 우선 순위매김 및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보안이나 

한정된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Cisco 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AVC)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시

Cisco CleanAir 기술이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대응을 위한 출장을 줄일 수 있음
신속한 장애 대응과 대응책 제시 가능
명확한 원인 분석과 및 풍부한 보고서

간섭원을 찾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 디바이스의 영향력을 수치화해 보여줍니다.97 100 63

Cisco Catalyst 9800 시리즈의 시퀀스 기반 설정전파 관련, 정책, 장소 등을 태그 기반으로 한 곳에서 

프로파일화함으로써, 세밀한 설정과 더불어 각 기능을 알기 쉽게 

그룹화할 수 있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설정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Cisco DNA Assuranc로 네트워크 전체의 문제점을 가시화 

다채로운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세밀한 설정을 “간단”하게 실행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중, 소규모용으로 개발된 새로운 집중 관리형 솔루션입니다. 간편한 GUI로 쉽게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독형과 동일하게 액세스 포인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화나 가시화 등과 같은 집중 관리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대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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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하지 않고 위협을 가시화하여, 감염된 단말과 

사용자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VLAN/IP/ACL 의 네트워크 단위의 장소 의존 제어에서 사용자/단말기/서버의 

그룹 단위의 사용자와 연관시켜 제어함으로써 정책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한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Cisco DNA Center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액세스 제어(Cisco ISE)

암호화 트래픽 송신

사용자 이동성

정책은 사용자와 연관

Cisco ISE 와 네트워크 
기기로 위협을 완화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ISE)은 요즘 업무 방식에서 요구되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 대응한 고기능 인증 서버입니다.  인증 서버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 디바이스 제어 및 게스트 액세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DNA Spaces 를 사용한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클라이언트의 위치 파악이나 CiscoCatalyst 

스위치와 관리 툴을 조합해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가 

접속된 포털을 셧다운하는 Switch Port Trace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IoT 등 PSK 만 지원하는 오래된 단말을 갖춘 환경에서 

단말별로 키를 변경해 안전하게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ISE 로 무선/유선/VPN 을 일괄적으로 정책 관리

직접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게스트 액세스 서비스
(Cisco ISE)

유효 기한부 일시 계정 간단 발행

임직원이 게스트 계정을 발행, 관리하는 포털

게스트가 직접 신청해 계정을 발행하기 위한 포털

멀티 디바이스, 멀티 랭귀지 대응

디바이스
관리

TACACS+프로토콜로 

확실한 인증과 제어를 실행

유연한
액세스 제어

Cisco ISE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접속했는지 가시화

게스트 포털을 주문 제작할 수 있어 

신청자가 셀프 서비스로 이용 가능

802.1X, MAC, Web 인증으로 

유선, 무선, VPN을 액세스 제어

빌트인 인증국에 의해 셀프 서비스로 

BYOD를 간단히 관리

Cisco TrustSec 테크놀로지로 

VLAN에 구속받지 않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인션 실현 가능

에코 파트너의 시스템과 

콘텍스트를 공유해 효율적이면서도 

고도의 위협 검역 및 차단 가능

가시화

게스트
액세스

액세스
제어

BYOD
액세스

세그멘
테이션

위협
제어

Cisco ISE Cisco ISECisco Stealthwatch

머신 러닝

※ 단말도  WPA3/OWE 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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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  대신 네트워크에 접속된 특정 모델, iOS 버전을 통지

iOS 단말이 접속/로밍 시, BSSID, 신호 강도를 통지

단절 및 로밍 시에 그 이유를 통지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QoS 가 가능한 Fast Lane

제품 출시 전에 상호 접속성 시험을 실시해 접속성을 확인

시스코는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층 더 연계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에코 파트너십

“5G 가 등장하면 Wi-Fi는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제 Wi-Fi 는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왜 Wi-Fi가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Wi-Fi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급된 까닭은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Wi-Fi 6 시대가 되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고밀도 환경에 견뎌낼 수 

있다는 조건은 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Wi-Fi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대응만 봐도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현재까지 기업에서도 게스트 액세스를 제공해 온 것은 

Wi-Fi의 인터페이스만 있는 단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그저 통신 인프라가 아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데이터 

제공 인프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말의 위치 

정보를 통해 사무실을 구역이나 시간대별로 인구 밀도를 

조사해, 사무실 레이아웃을 재검토하거나 업무 공간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자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연이나 안정성 등과 같이 Wi-Fi 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Wi-Fi6 로 개선되어, 앞으로  Wi-Fi가 

한층 더 가능성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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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명 Cisco Catalyst 9115 Cisco Catalyst 9130

대응규격 802.11ax（Wi-Fi 6） 802.11.ax (Wi-Fi 6)

라디오 Dual（2.4 GHz & 5 GHz)
Tri-radio

(Dual 5GHz + 2.4GHz), HDX

MIMO 4×4 8x8  +  4x4

처리 속도  
(5GHz 이론값)

4.8 Gbps 5.2 Gbps

안테나 내장/외장 내장/외장

포트 mGig mGig

PoE 802.3at/UPoE 802.3at/UPoE

스펙트럼  
인텔리전스

스펙트럼 해석 Next-Gen 스펙트럼 해석

빔  
포밍

표준(ECBF) 표준(ECBF)

로밍
옵티마이즈 로밍※2

CCKM/802.11r,k,v
*오픈 로밍

옵티마이즈 로밍※2

CCKM/802.11r,k,v

위치 정보 RSSI RSSI

BLE ○ ○ ○

제품명
Cisco Aironet

1800S

대응규격 802.11ac Wave 2

처리 속도 866.7 Mbps

용도
무선 네트워크를 

모니터하는 컴팩트한 
네트워크 센서

전원 옵션
PoE

USB 타입 C
다이렉트 AC 플러그

하이엔드 실외용

제품명
Cisco Aironet
1815i/t/w/m

Cisco Aironet 
1830/1840/1850

Cisco Aironet 
2800

Cisco Aironet
3800※ 1

Cisco Aironet
4800

Cisco Aironet 
1540

Cisco Aironet
1560

대응규격
802.11a/b/g/n/ac  

Wave1 & 2
802.11a/b/g/n/ac  

Wave1 & 2
802.11a/b/g/n/ac  

Wave1 & 2
802.11a/b/g/n/ac  

Wave1 & 2
802.11a/b/g/n/ac  

Wave1 & 2
802.11a/b/g/n/ac  

Wave1 & 2
802.11a/b/g/n/ac  

Wave1 & 2

라디오 ）zHG 5 & zHG 4.2（lauD）zHG 5 & zHG 4.2（lauD
）zHG 5 & zHG 4.2（lauD

）zHG 5 & zHG 5（    
）zHG 5 & zHG 4.2（lauD

）zHG 5 & zHG 5（    
）zHG 5 & zHG 4.2（lauD

）zHG 5 & zHG 5（    
）zHG 5 & zHG 4.2（lauD）zHG 5 & zHG 4.2（lauD

MIMO 디자인
( 송신×수신 : SS)

2 × 2:2（MU-MIMO）
2 × 2:2（SU-MIMO）

3 × 3:2（MU-MIMO、1830）
3 × 3:2（SU-MIMO、1830）
4 × 4:3（MU-MIMO、1850）
4 × 4:4（SU-MIMO、1850）

4 × 4:3（MU-MIMO）× 2
4 × 4:3（SU-MIMO）× 2

4 × 4:3（MU-MIMO）× 2
4 × 4:3（SU-MIMO）× 2

4 × 4:3（MU-MIMO）× 2
4 × 4:3（SU-MIMO）× 2

2 × 2:2（MU-MIMO）
2 × 2:2（SU-MIMO）

3 × 3:2（2.4 GHz）
）zHG 5（ 2:3×2

처리 속도
(5GHz 이론값 )

867 Mbps
867 Mbps（1830）
1.7 Gbps（1850）

5.2 Gbps
(Dual 5G 인 경우 )

5.2 Gbps
(Dual 5G 인 경우 )

5.2 Gbps
(Dual 5G 인 경우 )

867 Mbps
1.3 Gbps（1562I）
867 Mbps（1562D/E）

안테나 내장만
내장만（1830） 

내장 / 외장 (1850)
내장 / 외장 내장 / 외장 내장만

내장만
I: 반 전방향성 D: 지향성

내장 / 외장
I: 반 전방향성 D: 지향성

포트 1GE★ 1GE × 1（1830）
1GE × 2（LAG、1850）

1GE × 2（LAG） mGig or 1GE × 2（LAG） mGig or 1GE × 2（LAG） 1GE × 1 1GE × 2

PoE 802.3af/at 802.3af/at 802.3at 802.3at 802.3at/UPoE
802.3af/at

UPoE、802.3at

스펙트럼
인텔리전스

스펙트럼 해석 스펙트럼 해석 CleanAir CleanAir CleanAir 스펙트럼 해석 CleanAir

빔
포밍

표준 (ECBF) 표준 (ECBF)
표준 (TxBF)& 
ClientLink 4.0

표준 (TxBF)& 
ClientLink 4.0

표준 (TxBF)& 
ClientLink 4.0

표준 (ECBF)
표준 (TxBF)& 
ClientLink 4.0

로밍
옵티마이즈 로밍※ 2

CCKM/802.11r,k,v
옵티마이즈 로밍※ 2

CCKM/802.11r,k,v
옵티마이즈 로밍※ 2

CCKM/802.11r,k,v
옵티마이즈 로밍※ 2

CCKM/802.11r,k,v
옵티마이즈 로밍※ 2

CCKM/802.11r,k,v
옵티마이즈 로밍※ 2

CCKM/802.11r,k,v
옵티마이즈 로밍※2

CCKM/802.11r,k,v

위치 정보 RSSI RSSI RSSI RSSI 하이퍼로케이션 RSSI RSSI

BLE ○ — — — ○ — —

Wi-Fi 6(802.11ax) 액세스 포인트

다양한 규모 , 목적을 위한 제품 라인업

액티브 센서

802.11ac Wave2 액세스 포인트

※1 모듈 시스템 대응　※ 2 원활한 로밍 지원★1815i/1815m：1GE × 1 、1815t/1815w：1GE × 3（PoE out × 1 ）

Cisco Catalyst 9120

802.11ax（Wi-Fi 6）

Dual（2.4 GHz & 5 GHz）
）zHG 5 & zHG 5（    

4×4

5.2 Gbps

내장/외장

mGig

802.3at/UPoE

Next-Gen 스펙트럼 해석

표준(ECBF)

옵티마이즈 로밍
CCKM/802.11r,k,v

RSSI



o 8500 

Cisco 8500 시리즈Cisco 5500 시리즈

Cisco Mobility
Express※5

기   능

WLAN Express Setup 대응

※4 향후 대응 예정　※5 Cisco Aironet 1815/1830/1850/1560 시리즈: 최대 50 대/1,000 클라이언트까지. Cisco Aironet 2800/3800/4800 시리즈: 최대 100 대/2,000 클라이언트까지

Cisco 3504

100 APs 250 APs 1000 APs 2000 APs 3000 APs 6000 APs

Cisco Catalyst 9800L Cisco Catalyst 9800-40

Cisco Catalyst 9800-CL

Cisco Catalyst 9800-80

※주문 시 제외 가능

Google Cloud Platform ※4

Amazon Web Services

Cisco ENCS
KVM

VMware ESXi

Cisco Catalyst 9800-CL

KVM
VMware ESXi

Cisco Catalyst 9800-CL※4

KVM
VMware ESXi

Cisco Catalyst 9800-SW

무선 컨트롤러의 포지셔

무선 라이선스 소개

닝

Cisco Catalyst
9800-CL

Cisco Catalyst
9800(스위치 내장 )

Cisco 3504
무선 컨트롤러

Cisco 8540 시리즈
무선 컨트롤러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1 이용자

API 활용 및
패치 적용 등

간단한 도입을 
원하는 고객용

세밀한 설정 및 튜닝을 원하는 고객용

Cisco IOS XE Cisco IOS XE AireOS AireOS AireOS

클라우드 계약에 따름 스위치 기종에 따름 AP 업링크에 따름 4 Gbps 40 Gbps

최대 6,000 200 100※2 150 6,000

최대 64,000최대 5,000 4,000 1,000※2 3,000 64,000

FlexConnect,
SD-Access, Mesh,
OEAP, Centralized
(퍼플릭 클라우드는
FlexConnect local
switching만 )

SD-Access FlexConnect FlexConnect、SD-Access、Mesh、 OEAP、Centralized

SSO、N+1 Redundancy AP/Client SSO、N+1

○ ○ N/A ○ ○

○ ○ ○ ○ ○

L2/L3 인트라넷, 인터넷 컨트롤러 L2 인트라넷 컨트롤러 L2/L3 인트라넷, 인터넷 컨트롤러

부정+시그니처, WIPS+AWIPS 부정 (Rogue) 탐지 부정+시그니처, WIPS+AWIPS

○ ○ ― ― ―

○ ○ ― ― ―

○ ○ ― ― ―

○ ○ ○ ○ ○

○ ○ ― ○

Cisco 5520 시리즈
무선 컨트롤러

AireOS

20 Gbps

1,500

20,000

○

○

―

―

―

○

○ ○

Cisco Catalyst 
9800（-40,-80）

API 활용 및
패치 적용 등

Cisco IOS XE

40G（-40）, 80G（-80）

40-2000, 80-6000

）08-（000,460),4-（000,23

FlexConnect
SD-Access, Mesh,
OEAP, Centralized

○

○

○

○

○

○

○

○
한국어 제공)(

○
(한국어 제공)

○
(한국어 제공)

간이 GUI(AirOS 8.3)
(한국어 제공)

Advanced GUI(영어 )

Cisco DNA Center：○　Cisco DNA Spaces：○　PI：○　ISE ○ Cisco DNA Center：○　Cisco DNA Spaces：○　PI：○　ISE ○

적용 사례

OS

업링크

액세스 포인트

클라이언트

모드

다중 구성

LAG

RRM

로밍

WIPS

Always on

Trustworthy

API

AVC

관리 GUI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3

라이선스 Cisco DNA Essentials 또는 Advantage가 필요 불필요 Right to use

무선 컨트롤러

※ 1 대응 퍼블릭 클라우드 : Amazon Web Services(AWS)　※ 2 Cisco Aironet 1815/1830/1850/1560 시리즈 : 최대 50 대 /1,000 클라이언트까지 Cisco Aironet 2800/3800/4800 시리즈 : 
최대 100 대 /2,000 클라이언트까지 　※ 3 PI: Cisco Prime Infrastructure, ISE: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Cisco Mobility 
Express

Cisco Catalyst 
9800 L

API 활용 및
패치 적용 등

Cisco IOS XE

5G

250

○

○

○

○

○

○

○

○
한국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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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ed,
Cisco FlexConnect,

and fabric

Cisco DNA

Cisco DNA Essentials
Cisco Prime Infrastructure

Network Essentials

AP License

Cisco DNA Advantage
Cisco Prime Infrastructure

Network Advantage

AP License

aWIPS

Cisco DNA Space SEE

Cisco DNA Premier
Cisco Prime Infrastructure

Network Advantage

AP License

aWIPS

Cisco DNA Spaces SEE

ISE Base & IS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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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XCO
전시 컨벤션 전관 Wi-Fi 6 기반 초고속 무선 통신 환경 제공 뛰어난 무선환경을 기반으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아모레 퍼시픽

늘어나는 관람객과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증가로
무선 트래픽 수요 급증
낙후된 액세스포인트와 기가와이파이 장비를 혼용하는
무선 인프라 재정비 필요
무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불가

·

·

·

·

·

·

·

■ 고객과제

Wi-Fi 6, 6세대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완비로
미래 무선 트래픽 수요 대비
기존 기가와이파이 대비 4배 빠른 초고속 무선
서비스보장
관람객이 순간적으로 급증해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 사용자 만족도 개선
무선 네트워크 사용자 이슈 해결, 1분 이내 지원 가능.
사전 장애 예방 기능도 강화

■ 성과

2011년 착공에 돌입한 신본사에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필요
소통과 협업을 최적화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인프라 과제

·
·

·
·

·

■ 고객과제

IBN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완비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네트워크
설치 및 구성 작업 간소화, 운영 관리도 자동화/지능화
SD-Access 기술을 통한 패브릭 네트워크 상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유연하게 망 분리 가능, 음성과 데이터 망 분리
운영으로 안전성 강화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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