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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i-Fi 6 액세스 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의 이점

Cisco Catalyst 9100 액세스 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네트워크 액세스가 어떻게 중단이 없이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더 많은 디바이스가 연결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며, 더 많은 클라우드 중심 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빠르고 
안전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Wi-Fi 6(802.11ax)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표준만이 귀사의 네트워크 실행 방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i-Fi 6 표준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용량 향상: 이전 표준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용량

• 레이턴시 감소: 결정적 및 업링크 리소스 예약

• 전력 효율성: 엔드 디바이스의 전력 소모량을 3분의 1로 감소 
• IoT 커버리지 향상: 더 이상 IoT 디바이스를 액세스 포인트 바로 옆에 둘 필요가 없음

• 간섭 완화 기능 향상: 개선된 환경 제공

Cisco® Catalyst® 9100 액세스 포인트는 이와 같이 Wi-Fi 6로 도입하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Catalyst 9100 제품군에는 모든 규모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액세스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군에는 최대 4개의 라디오와 
OFDMA(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 Access) 및 MU-MIMO 
(Multiuser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차세대 
무선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입니다. AI/ML 및 고급 분석이 네트워크 성능의 기준이 
되는 Cisco 무선 제품은 지능적 근본 원인 분석 및 네트워크에 대한 근원 분석을 통해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새로운 Cisco Catalyst 9100 액세스 포인트: 

• 모바일 사용자, IoT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증가에 따라 확장하고 모든 
도메인에 엔드 투 엔드 정책, 자동화 및 분석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원활하고 안전한 연결을 허용합니다. 

• 새롭게 등장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면서 이전 애플리케이션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Wi-Fi 6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어떤 네트워크도 100%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트래픽 
패턴에 대한 깊은 가시성과 최신 인텔리전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공격자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Cisco Catalyst 9100 액세스 포인트로 조직의 규모와sco Catalyst 9100 액세스 
포인트로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요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Catalyst 9105 및 9115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 - 중소 규모 조직용

• Cisco Catalyst 912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 - 중간 규모 이상의 조직용

• Cisco Catalyst 913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 - 대규모 조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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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조직의  
네트워크 요건

기능
Wi-Fi 3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4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5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6
Cisco Catalyst  
액세스 포인트

장점

1600/2600/3600 
시리즈

1700/2700/3700 
시리즈 

1800/2800/3800/ 
4800 시리즈

9100 제품군

인사이트 및 경험

최대 데이터 속도 450Mbps 
(3600 시리즈)

1.3Gbps 
(2700 및 3700 

시리즈) 

5.2Gbps 
(2800, 3800 및 

4800 AP)

최대 9.6Gbps 사용자는 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은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AI/ML)

아니요 아니요   무선 네트워크에 AI/ML을 적용하는 Cisco DNA 
Center를 통해 성능 향상,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 차원이 다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시성과 문제 해결은 물론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가 대폭 향상됩니다. AI/ML로 
데이터에서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Cisco DNA 
Spaces

   
(Cisco DNA Spaces 

BLE 기능 지원)

 
(Cisco DNA Spaces 

BLE 기능 지원)

방문자 행동을 분석하고, 게스트 사용자의 
원활한 Wi-Fi 액세스를 지원하며, 에셋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고, 방문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Cisco DNA Spaces는 위치 클라우드 플랫폼을 
Wi-Fi에 국한하지 않고 BLE 태그, 비컨, 기타 
IoT 센서로 확장합니다. 게이트웨이 기반 Cisco 
Wi-Fi 6 액세스 포인트를 활용하여 고급 활용 
사례를 손쉽게 확장하면서 TCO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되었습니다.)

Cisco AVC 
(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아니요    1000개 이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으로 
수용량 계획 및 우선 순위 결정

미래지향적 
모듈화

3600 시리즈 전용 3700 시리즈 전용 3800 시리즈 전용  지금 바로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세요.

표 1. Aironet과 Catalyst 액세스 포인트의 기능 및 장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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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조직의  
네트워크 요건

기능
Wi-Fi 3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4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5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6
Cisco Catalyst  
액세스 포인트

장점

1600/2600/3600 
시리즈

1700/2700/3700 
시리즈 

1800/2800/3800/ 
4800 시리즈

9100 제품군

인사이트 및 경험

OEAP 아니요 아니요   모든 Cisco Aironet 또는 Catalyst 액세스 
포인트는 OEAP(OfficeExtend Access Point)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EAP를 사용하면 재택근무 
중이거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VPN을 
설치하거나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갖출 필요 없이 
기업 SSID 및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FDMA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대역폭을 RU(리소스 단위)라고 불리는 더 작은 
청크로 분할하는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U는 다운링크 방향으로만 개별 클라이언트에 
할당하여 오버헤드를 줄이고 레이턴시를 50% 줄여 
작업 앱의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Target Wake 
Time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9130(9115 및 9120 
향후 버전)

이 절전 모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미리 예약된 
시간을 결정하여 AP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이전의 802.11n 및 
802.11ax와 비해 배터리 작동 디바이스에 
최대 3배에서 4배의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멀티 기가비트 
업링크 지원

아니요 아니요 3800 및 4800 전용  NBASE-T 및 IEEE 802.3bz 이더넷과 호환되는 
최대 5Gbps의 지원으로 병목 현상 없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원활하게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 
Cat 5e 또는 Cat 6 케이블을 통해 최대 5Gbps의 
속도를 실현해서 보다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고 기존 
케이블을 보존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인텔리전트 캡처 아니요 아니요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심층 데이터 분석을 통해  
Cisco DNA Center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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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조직의  
네트워크 요건

기능
Wi-Fi 3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4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5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Wi-Fi 6
Cisco Catalyst  
액세스 포인트

장점

1600/2600/3600 
시리즈

1700/2700/3700 
시리즈 

1800/2800/3800/ 
4800 시리즈

9100 제품군

자동화 및 보증

유연한, 
소프트웨어 정의, 
듀얼 무선, 5GHz

아니요 아니요 2800 및 3800 
시리즈만 해당 

(4800은 무선 4개)

9120 및 9130 
시리즈만 해당

듀얼 5GHz 무선으로 클라이언트 서지에 대해 자동 
지원

모범 사례 아니요 모빌리티 익스프레스 및 WLAN 익스프레스 설정을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

Apple 
FastLane

아니요    iOS 장치는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면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가장 적합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FastLane+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FastLane+는 Apple과의 협업으로 고급 
스케줄링 인텔리전스를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최적화하는 최신 FastLane QoS 기능을 
구현합니다.

Cisco 
Jabber®/ 
Lync SDN API

아니요    직원들이 인스턴트 메시징, 음성, 비디오, 음성 
메시지, 데스크톱 공유 및 컨퍼런싱 등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 
Center

아니요    위험을 줄이고 디바이스 구축을 자동화하여 
네트워크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게다가 이는 비용 
역시 절감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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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요건

기능 Wi-Fi 3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1600/2600/3600 
시리즈

Wi-Fi 4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1700/2700/3700 
시리즈 

Wi-Fi 5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

1800/2800/3800/ 
4800 시리즈

Wi-Fi 6
Cisco Catalyst  
액세스 포인트

9100 제품군

장점

보안 및 규제 준수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규정 준수를 시행하고,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며, 
서비스 운영을 간소화하는 차세대 ID 및 액세스 
제어 정책 플랫폼

NetFlow 아니요    네트워크 트래픽 어카운팅, 사용량 기반 
네트워크 청구, 네트워크 계획 보안, 서비스 거부 
모니터링 기능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비롯한 
IP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주요 서비스 세트를 
제공합니다.

Cisco 
Stealthwatch®

아니요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고급 네트워크 가시성, 분석 
및 보호를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wireless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는 엔드 투 엔드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을 통해 차세대 무선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 2.  Wi-Fi 6로 업그레이드 경로

Aironet 11ac Wave 2 Catalyst 9100 Wi-Fi 6 업그레이드 애플리케이션

1815 시리즈 9105 시리즈 중소 규모 구축 

1830 시리즈 9115 또는 9117 시리즈 

1850 시리즈 9115 또는 9117 시리즈 중소 규모 구축 

2800 시리즈 9120 시리즈 대규모 구축 

3800 시리즈 9130 시리즈 대규모 구축, 미션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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