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환경 구현으로 과학 수업 효과 극대화”

▶▶

양곡중학교는 교육청 지원으로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2대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나 활용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교과과정에 활용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과학실을 창의융합과학실로의 새단장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도입을

결정, 효율적인 과학 수업 진행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현이 불가피했다.

▶▶

▶▶

Case Study  I  시스코 스타트 고객[김포 양곡중학교]

김포 양곡중학교

▲  

나라장터에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시스코 AIR-AP1832I-K-K9

1953년 개교한 김포 양곡중학교(교장 

이신숙)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립학교로,12학급의 36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35명의 교직원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근면, 신의, 보은을 교훈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학교’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손잡고 혁신 교육을 연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배양을 위한 독서교육을 교과에서 

실천하는 등 꿈과 끼를 주도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동영 양곡중학교 교감은 “2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이고 

빠른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현을 통해 

과학 수업 효과 극대화는 물론 안전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실험을 태블릿

PC를 활용한 온라인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어 학생들의 사고예방은 

물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로 양질의 

수업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곡중학교는 인천 및 도서지역 K-12 무선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해 진행중인 시스코 프로모션 통해 시스코 무선 

AP AIR-AP1832I-K-K9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기존 무선 AP와 별개로 창의융합과학실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용할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중소ㆍ중견 기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그램인 시스코 스타트

(Cisco Start) 포트폴리오의 커넥트 제품군에 포함된 시스코의 고성능 무선 AP 시리즈는 IEEE 802.11ac 웨이브 2 

표준을 지원하여 업계 최고의 성능은 물론 간편한 설치 및 관리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한다.

글로벌 무선 네트워크 시장 1위의 명성에 걸맞는 시스코 무선 AP를 기반으로, 2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해도 속도 저하

없는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무선 네트워크 구현을 통해 과학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화학 실험 등을 태블릿 PC를 활용한 온라인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학생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강력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영상은 물론 각종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다양한 수업으로 확대 적용도 기대된다. 이는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흥미 유발과 재미 요소까지 더할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향상과 교사의 수업 효율화까지 뒷받침하며 교육 현장의

무선 네트워크 활용 활성화를 견인할 모범사례로 주목된다.

시스코 AIR-AP1832I-K-K9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종합쇼핑몰(shopping. G2b.go.kr)에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공급사 : 아이티로그인

   물품식별번호 : 23144184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계약기간 : 2017년 8월 24일 ~ 2020년 8월 23일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I 

중소ㆍ중견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스마트간편함 보안

손쉬운 설치, 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

  효과적인 보안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협으로부터 보호

사용하기 쉬운 대시보드로 간편하게 관리, 프로비저닝, 분석, 리포트 등 고급 기능 사용 가능

시스코 에어로넷 183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

중소규모 네트워크에 이상적인 시스코 에어로넷 1830 시리즈는 최신 무선 표준인

IEEE 802.11ac 웨이브 2 표준을 지원하며 업계 최고의 무선 성능을 자랑한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으로 진화하는 무선 네트워크 요건까지 만족시키는 1830 시리즈는

802.11ac 웨이브 1 또는 웨이브 2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고성능 노트북 등

다양한 무선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특징 및 장점

▶ 단일 사용자 또는 다중 사용자 MIMO 모드인 3X3 MIMO에서 2개 공간 스트림을 

지원하는 802.11ac 웨이브 2를 통해 867Mbp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액세스 포인트에 비해 한층 뛰어난 용량과 안정성을 구현한다.

▶ 

▶ 

▶ 

제한적 평생 하드웨어 보증

시스코 에어로넷 1830 시리즈는 제한적 평생 하드웨어 보증(Limited Lifetime 

Warranty)이 지원된다. 첫 사용자가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한 하드웨어에 대해 정식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보증에는 10일 하드웨어 

선교체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미디어 90일 보증이 포함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웹사이트(http://www.cisco.com/go/warranty) 참조

 WAP 100, 300, 500 시리즈 AP

Aironet 1800, 2800, 3800 모빌리티 익스프레스 시리즈

WLAN 컨트롤러 3504 시리즈

CMX 클라우드







 802.11ac 웨이브 2

 870 Mbps PHY

 3x3:2SS

 스펙트럼 분석

 Tx 빔포밍

 USB 2.0

  모빌리티 익스프레스

IEEE 802.11ac 웨이브 2 표준을 지원하는 시스코 에어로넷 1830 시리즈는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867Mbps의 데이터 속도를 지원한다. 전체 듀얼 라디오 데이터 

속도가 최대 1Gbps에 이르러 엔터프라이즈 및 서비스 사업자 네트워크에서 성능과 

대역폭을 동시에 원하는 모바일 사용자의 요구를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은 기업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네트워크 연결 형태로 주목 받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고성능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강력한 보안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고의 성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한다.

양곡중학교에 구축된 시스코 스타트 커넥트 무선 솔루션 [AIR-AP1832I-K-K9]

다중 사용자 MIMO(MU-MIMO) 모드는 다수의 802.11ac 웨이브 2 클라이언트

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해 클라이언트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MU-MIMO 이전의 802.11n 및 802.11ac 웨이브 1 액세스 포인트는 단일 사용자 

MIMO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한 번에 하나로 제한된다.

송신 빔포밍 기술은 공간 스트림이 1개 또는 2개인 802.11ac 디바이스를 포함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운링크 성능 개선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한층 늘린다.

모빌리티 익스프레스 솔루션(Mobility Express Solution)을 통한 유연한 설치구성은 

25대 이하의 액세스 포인트가 필요한 중소규모 네트워크 설치에 이상적이다.

특히 간편한 구성을 제공해 물리적인 컨트롤러 없는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 

모든 기능은 무선 네트워크의 최종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