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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AP(Access Point) 3500과 AP 3600 간의 RF 전력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이 문서에서는 새로운 AP 3600이 새로운 FCC 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RF 전력을 약간 줄이는 FCC
규칙 및 PSD(Power Spectral Density) 요구 사항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Q. 3500 Series Access Point와 새로운 3600 Series Access Point의 RF 전력 간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UNII-1 밴드(채널 36-48) 5150-5240MHz에서 전력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왜?

A. 전통적으로 UNII-1 밴드는 이러한 주파수가 미국에서만 실내 사용을 위해 별도로 설정되므로 RF
전력 제한을 항상 낮췄습니다.AP 3600을 개발하는 동안 RF 방출 관련 몇 가지 새로운 FCC 지침이
적용되어 RF 전원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AP 3600은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인증된 최초의 상용 액세스 포인트입니다.이 Wi-Fi 스펙트
럼을 검토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림 1 - 이 차트는 Wi-Fi 스펙트럼 및 주요(라이센스 사용자)인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출처
:http://www.ntia.doc.gov/osmhome/alloch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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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I-1 밴드 5150-5240MHz(채널 36-48)를 보면 이 스펙트럼의 기본 또는 전용(라이센스 사용)이
항공 무선 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고정 위성 사용(예: 전자 랜딩 시스템 및 실외 통신)용임을 알 수 있
습니다.

UNII-1 주파수를 제한된 RF 전원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FCC는 이러한 주파수를 라
이센스가 없는 Wi-Fi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피크 RF 전원 및 PSD(Power
Spectral Density)가 허용 가능한 수준 내에 유지되는 경우 제한된 간섭으로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2011년 10월 25일, FCC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Laboratory Division은 동일한 밴드
에서 여러 출력이 있는 송신기의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이 새로운 지침은 잠재적인
간섭을 줄이고 벤더에 관계없이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안테
나 시스템과 모든 무선 LAN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FCC 게시판은 Cisco와 같은 제조업체가 새로운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발표되었습
니다.이러한 지침은 다음 FCC URL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49466&switch=P●

http://apps.fcc.gov/kdb/GetAttachment.html?id=38670●

"테이크 아웃"은 FCC가 제조업체가 PSD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발표했다
는 것입니다.

FCC 백서에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방향 게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 게인 계산 - N 전송 안테나의 재발생하는 경우 각각 동일한 전원의 N 송신기 출력에 의해 구동
되는 동일한 방향 게인 GANT dBi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방향 게인을 계산합니다.

전송 신호와 상호가 상호 연결된 경우 방향 게인 = GANT + 10 log(N) dBi●

모든 전송 신호가 완전히 상호 연관되지 않은 경우 방향 게인 = GANT●

http://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49466&switch=P
http://apps.fcc.gov/kdb/GetAttachment.html?id=38670


FCC 용지에서 - 서로 다른 안테나에서 전송된 신호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어레이 게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치의 방향 게인이 증가하고 일부 방향에서 더 높은 방사 수준이 됩니다.전파 송
수신기의 방향 게인에 대한 배열 게인의 기여는 수행되는 대역 내 방출 한도가 방향 게인에 따라 다
르거나, 수행된 측정이 방향 안테나 게인과 결합되어 대역 내 방사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 고려해
야 합니다.

Cisco AP 3600은 새로운 FCC 지침을 준수하는 최초의 액세스 포인트이므로, Cisco(및 기타 제조업
체)는 이제 UNII-1 밴드에서 RF 전력을 줄이고 MIMO 또는 Smart Antenna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UNII-2 및 UNII-2 확장 밴드에서 RF 전원을 약간 줄여야 합니다.또는 제품이 허용
하는 전체 안테나 게인을 줄이는 등의 기타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항공 무선 내비게이션 서비스, 레이더 및 고정형 위성 통신 서비스
의 잠재적 간섭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규칙에서 대역 내 PSD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송신기 경로 수와 총
RF 전원 및 PSD 방출 효과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빔포밍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빔포밍(beam-forming)하는 것을 포함하며 특정 상황에서 RF
전력은 전체 PSD 값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FCC 제한을 준수하려면 MCS 속도 및 준수 빈도에 따
라 RF 전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NII-1 대역에서는 특히 여러 송신기 경로가 있을 때 PSD 제한이 더 낮은 전원 감소 현상이 더욱 두
드러집니다.예를 들어 다음 스크린샷에서는 새 FCC 규칙 아래에서 더 많은 송신기 경로(물리적 송
신기)가 더 높을수록 PSD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4개의 송신기가 있는 6dB로
RF 전력이 감소합니다.

그림 2 - 더 많은 송신기가 활성화되면 PSD 가 저하됩니다.따라서 RF 전력이 절감됩니다.

그림 3 - 더 많은 송신기가 활성화되면 PSD 가 저하됩니다.따라서 RF 전력이 절감됩니다.다행히 이
러한 전력 감소는 UNII-2와 UNII-2 확장 밴드에서는 훨씬 적습니다.



새로운 FCC 규칙을 고려할 때, RF 출력 전력은 4개의 송신기가 모두 동시에 사용되어 PSD 제한 사
항을 준수하는 경우 약간 롤백됩니다.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 AP 3600이 이제 PSD 방출 및 2개의
추가 송신기에 대한 새로운 FCC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6Mbps 패킷의 AP 3600보다 AP 3600의
전력을 최대 6dB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8dB 대 14dB).

대부분의 경우, 특히 데이터 전송률이 높은 클라이언트에서 TX 전력 감소는 다중 송신기로 활성화
되고 Cisco Client Link 2.0을 사용하여 빔포밍(beam-forming)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운링크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링크 2.0은 AP 3600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802.11n 및 802.11ac 클라
이언트가 더 나은 다운스트림 링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AP 3500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UNII-1 밴드에서 RF 전력이 크게 감소했으며, UNII-1 밴드에서 최대 RF 전력에서 실행되는
AP 3500으로 성능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테스트에서는 UNII-1, 2, 3의 채널에서 여러 AP를 사용
하는 전체 네트워크에 AP를 설치할 때 AP 3600이 AP 3600의 성능을 초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ap
3500 성능

다시 말해, AP 3500은 레거시 802.11a/g 클라이언트로의 빔폼(beam-form)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Client Link 2.0을 사용하는 최신 AP 3600은 802.11a, g 및 n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802.11ac 클라이
언트까지 빔폼-폼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AP 3600은 모든 새로운 FCC 규칙 및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업계 최초의 액세스 포
인트입니다.또한 AP 3600은 AP 3500의 기능과 그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벤더의 장치를 포함하여 새로운 멀티 송신기 MIMO 장치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FCC 규
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능:

최대 450Mbps의 3-ss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4개의 송신기 체인 지원●

모든 802.11n 클라이언트를 위한 Client Link 2.0(빔포밍)을 통해 전반적인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을 개선합니다.참고: 4번째 송신기는 클라이언트 링크가 3-ss 클라이언트에
서 작동하도록 허용합니다.

●

확장성 및 투자 보호를 위한 모듈 지원●

Cisco AP는 엔터프라이즈(802.11n) 호환성 모드에서 .11ac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UNII-2 확장
지원을 통해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위한 주요 기능인 UNII-2 확장 채널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

AP 360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isco Aironet 3600 Series.

//www.cisco.com/en/US/products/ps1198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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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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