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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Min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350(MPI350)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Q. Cisco MPI350이란 무엇입니까?

A. Cisco 350 Series Mini-PCI(MPI350)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랩톱 및 기타 장치용 임베디드
802.11b 클라이언트 무선입니다.100mW 전송 전원을 제공하며 Cisco Aironet 350 Series, 1100
Series 및 1200 Series 제품군의 고급 기능을 완벽하게 준수합니다.2.4GHz ISM 밴드인 Cisco
Aironet MPI350 클라이언트 어댑터에서 작동하는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기술
을 기반으로 Wi-Fi 인증을 받았으며 IEEE 802.11b 표준을 준수하여 다른 호환 무선 LAN(WLAN) 제
품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합니다.

Q. 누가 Cisco MPI350을 제조합니까?

A. Cisco는 Ambit Microsystems에 대한 제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Ambit는 최근 몇 년 동안
CM(Contract Manufacturer) 및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파트너로 Cisco와 협력해왔습
니다.

Q. 누가 Cisco MPI350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A. Cisco는 Ambit Microsystems에 대한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Q. Cisco MPI350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A. Ambit는 Cisco MPI350의 가격을 담당합니다.

Q. Cisco MPI350이 Cisco 가격 목록에 표시됩니까?

A. 아니요. Cisco는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Cisco MPI350은 Cisco 가격 목록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Q. 누가 Cisco MPI350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A. Cisco MPI350은 임베디드 어댑터이기 때문에 규정 승인 및 랩톱 보증 등의 문제로 인해 PC 및
디바이스 OEM 이외의 사용자에게 판매되지 않습니다.이 제품은 Ambit를 통해 직접 또는 총판사 또
는 Cisco 리셀러를 통해서든, 애프터마켓(출하 후 임베디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Cisco MPI350이 향후 시장 판매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Cisco MPI350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애프터마켓 어댑터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인증은 특정 안테나와 결합된 MPI350을 기반으로 합니다.모듈식 규정 승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장치에 유사한 안테나를 내장하는 책임을 지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에만 적용됩니다.최종 사용자가 승인되지 않은 안테나가 있는 장치에 어댑터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모듈식 규정 승인으로 인해 이후 시장 판매 시 제한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

MPI350은 표준 Mini-PCI Type IIA 폼 팩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OEM이 어댑터를 장치에 보호하
는 방법, 다양성 구현 방법(온라디오 대 오프 라디오), 외부 LED 또는 무선 오프 스위치가 지원
되는지 등 어댑터를 어떻게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변형이 있습니다.

●

최종 사용자가 랩톱 또는 기타 장치에 MPI350을 포함할 수 없는 잠재적인 보증 문제.●

Q. Cisco MPI350은 기존 노트북에서 애프터마켓(공장 이후 임베디드) 업그레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Cisco MPI350은 일반적으로 애프터마켓 어댑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개별 PC 및 디바
이스 OEM은 무선 지원 디바이스에서 특별히 Cisco MPI350을 애프터마켓 업그레이드로 제공하기
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 시점에서 IBM만이 특정 IBM 무선 지원 노트북에 대해 이와 같은 애프터
마켓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고객은 PC 및 디바이스 OEM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Cisco MPI350에는 어떤 지원 및 하드웨어 보증이 제공됩니까?

A. PC 및 디바이스 OEM은 랩톱 및 디바이스에 내장된 Cisco MPI350에 대한 지원 및 하드웨어 보
증 서비스를 정의합니다.Cisco는 Cisco MPI350에 대한 지원 또는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
니다.

관련 정보

Cisco Aironet Wireless LAN Client Adapter●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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