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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사용자들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서도 건물 내 어느 곳에서라도 네트워크와 인터

넷 엑세스를 갖도록 함으로서 기업에 이동성과 유연

성을 더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Aironet 350 Serie의 보완 제품으로서 고객들이 시

스코로부터 기 하는 성능, 보안, 관리성과 이동성이

결합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선 클라이언

트 어댑터는 다양한 장비들을 임시적 (peer-to-

peer) 모드 또는 AP를 갖춘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

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PC Card (PCMCIA)및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카드 형태로 제공

되는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

는 데스크탑이나 휴 형 컴퓨터 장비(노트북, PDA

등)를 네트워크로 신속하게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새로운 직원들을 네트워크에 즉시

연결 시켜줄 수 있고, 임시적인 무선 작업 그룹을 구

성할 수 있게 하거나, 회의실 또는 다른 모임 장소에

서 무선 인터넷 엑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참조) 제품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월한 처리범위(Coverage) 및 처리량

(Throughput)

• 안전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 국제 로밍을 위한 월드 모드

• 편리한 구성과 관리를 위한 전기능 유틸리티

• IEEE 802.11b 고속 표준에 부합

• 인기 있는 모든 운 체제를 지원

데이터시트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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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갖춘 클라이언트 장비는 여러 의 AP를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운 로밍(이동을 하여도 다른 AP를 통하여 계속 네트
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이더넷 속도 및 향상된 범위

최 100Mw의 전송 전력과 업계 최고 수신 감도를 갖춘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무선 클라이

언트에 최장의 범위와 최상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 350 Series의 향상된 신호 처리는 사무실 환경에 흔

한 다경로 전파(multipath propagation: 산재된 장애물로

인한 전파 반사로 서로 일으키는 간섭현상))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지능형 필터링은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위 전파

노이즈 및 방해를 해결합니다. Cisco가 보유한 무선

LAN(WLAN) 분야의 뛰어난 명성을 통해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가용한 최 의 처리량을 제

공하므로 사용자들은 유선 접속에서 얻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접속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2.4GHz 역에서 작동하

는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IEEE

8.2.1lb 표준을 준수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WLAN

제품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습니다.

업계 최고의 중앙 집중식 기업용 보안 솔루션

수백 또는 수천의 사용자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설치에

해, 모든 Cisco Aironet 제품들은 IEEE 802.lx 표준에 기반

한 업계 최고의 중앙집중식 보안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중심적인 것은 연장가능 인증 프로토콜 (EAP :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로서, 이것은 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 제조업체 및 원격 엑세스 다이얼인 서비스

(RADIUS) 서버 공급업체들이 상호 운용성 있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측 보안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표준입니다. 이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는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2000과 같은 EAP 기능을

갖춘 RADIUS 서버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로그온과 통합

된 중앙집중식 사용자 기반 인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사용

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는 Cisco Aironet

AP를 통해 RADIUS 서버와 상호작용합니다. RADIUS 서

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단일 세션,

단일 사용자 암호화 키를 결정하고 RADIUS 서버는 그 키를

AP로 전송합니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및 표준 기반 아키텍처

를 통해, 어떠한 조직의 요구사항도 충족할 수 있도록 무선 보

안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

언트 어댑터는 40비트 암호화 키와 128비트 암호화 키를 모두

사용하여, 표준 WEP(WEP : Wired Equivalent Privacy)

보안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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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로밍을 위한 세계 모드

Cisco는 월드 모드라 불리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어댑터 설정

을 통해 국제적인 여행객들과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배치를 단

순화시켜 줍니다. 클라이언트 어댑털르 이 모드에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연관되어 있는 Cisco Aironet AP로부

터 채널 구성 속성을 이어 받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규제 조항을 지키면서 전세계의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클라이언트 지원을 통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관리 기능

의 향상

Cisco의 모든 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에는 Cisco Aironet클

라이언트 유틸리티(ACU)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CU는 직

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도구로서 어댑터의

구성과 모니터링, 관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림 3 참조)

ACU에는 AP의 정확한 배치를 돕기 위해, 신호 강도를 포함

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그래픽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조사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U는 현재 데시벨(dB)로 측

정되는 신호-소음 비율, 데시벨/ 리와트(dBm)로 측정되는

신호 수준 및 소음 수준 등을 포함, 계량화할 수 있는 향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U를 통해 사용자는 사무실

이나 가정 등 각각의 환경에서 설정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

으므로, 원거리 통근자나 출장 사원들이 하나의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길 때 어댑털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채널 선택, 서비스 세트 식별자(SSID), WEP 키, 다양한 장

소에 한 인증 방식 등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장

비 드라이버는 Windows 95, 98, NT 4.0, Windows

2000, Windows ME, Windows CE, Mac OS Version

9.x, Linux 등을 포함한 인기 있는 모든 운 체제를 지원합

니다.

그림 2 Cisco의 802.1x 아키텍처는 최초의 기업용 WLAN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림3 ACU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 조사 도구는 AP의 정확한 배치를 돕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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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잦은 전문가들을 위한 최적의 클라이언트 솔루션인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시간과 장소

를 가리지 않고 정보에 엑세스 할 필요가 있는 비즈니스 사용

자들에게 탁월한 범위와 신뢰성, 그리고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의 독특한 보안 서비스와 함께, 이 제품은 업

무에 중요한 정보들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도

Cisco 클라이언트 솔루션은 무선 이동성의 장점을 그 로 활

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표1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 사양2,

지원 데이터 전송속도 1, 2, 5.5, and 11 Mbps

네트워크 표준 IEEE 802.11b

시스템 인터페이스 AIR-PCM35x: PC Card(PCMCIA)Type llAIR-PCI 351x: 주변장비 구성요소 상호연결(PCI)버스

주파수 역 2.4에서 2.4897GHz

네트워크 아키택쳐 유형 인프라 및 애드혹

무선 매체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미디어액세스 프로토콜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SMA/CA)

변조(modulation) DBPSK @1 MbpsDQPSK @2 MbpsCCK @5.5 및11 Mbps

운 채널 북미:11ETSI:13, 한국:13 일본:14

비중복 채널 수 3개



표1 Cisco Aironet 350 Series 클라이언트 어댑터 사양2(계속)

수신감도 1 Mbps: - 94 dBm2 Mbps: - 91 dBm5.5 Mbps: - 89 dBm11 Mbps: - 85dBm

지연 스프레드 1 Mbps: 500ns2 Mbps: 400ns5.5 Mbps:300ns

사용 가능한 전송 전력 설정 50 Mw (17dBm)

30 Mw (15dBm)

20 Mw (13dBm)

5 Mw (7dBm)

1 Mw (0dBm)

범위(일반적) 옥내:∙ 130ft (40m) @ 11 Mbps∙ 350ft (107m) @ 1 Mbps옥외∙ 800ft (244m) @ 11 Mbps ∙ 2000ft (610m) @ 1

Mbps

준수사항 FCC Part 15 하에서 라이센스 없이 작동, Class B 장비 준수 : DOC 규제 준수, ETS 300.328, FTZ2100, MPT 1349 표준 준수

지원되는 운 체제 Windows 95, 98, NT4.0, 2000, ME, CE2.0, CE2.1, CE3.0, Mac OS 9.x, Linux

안테나 AIR-PCM35x: 통합 다이버시티 다이폴 안테나

AIR-LMC35x: 2개의 MMCX 커넥터 (안테나는 선택가능하며 유닛과 함께 제공되지 않음)

AIR-PCI35x: External, removable RP-TNC 커넥터가 지원되는 외장형, 제거 가능 2.2 dBi 다이폴 안테나

암호화 키 길이 AIR-PCM351, AIR-LMC351 및 AIR-PCI 351: 40-비트

AIR-PCM352, AIR-LMC352 및 AIR-PCI 352: 128-비트

인증 유형 LEAP

상태 표시기 링크상태 및 링크 활동

치수 AIR-PCM35x: 2.13 인치 (5.4 cm) W x 4.37 인치 (11.1 cm) D x 0.1 인치 (0.3 cm) H

AIR-LMC35x: 2.13 인치 (5.4 cm) W x 3.31 인치 (8.4 cm) D x 0.1 인치 (0.3 cm) H

AIR-PCI35x: 6.6 인치 (16.8 cm) W x 3.9 인치 (9.8 cm) x 0.5 인치 (1.3 cm) H

무게 AIR-PCM35x: 1.6 oz (45g)

AIR-LMC35x: 1.4 oz (40g)

AIR-PCI35x: 4.4 oz (125g)

환경 조건 AIR-PCM35x 및 AIR-LMC35x: -22�- 158�F (-30�- 70�C)

AIR-PCI35x: 32�- 131℉ (0�- 55�C)

10 - 90% (비응축)

입력 전원 요구 사항 +5VDC=/-5%

일반 전력 소비(100mW 전송 전력 설정시에) 전송: 450mA수신: 270mA슬립모드: 15mA

보증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