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Aironet� 350 Series AP는 기업 및 중소

기업을 위해 비용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그리고

안전하며 관리가 용이한 WLAN(Wireless LA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 350 Series는

간편한 설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제품을 유지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또한, 보안, 이동

성, 관리 능력을 위해 통합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업

계 선도적인 무선 통신 성능, 범위. 신뢰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 350 Series AP는 기

업 및 중소기업체에 비즈니스급 WLAN 서비스를 제

공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Cisco Aironet 350 Series AP는 최 11Mbps의

전송률을 지원하고 IEEE 802.11b를 수용하며 모든

기업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

능을 제공합니다.

• 설치 및 유지에 드는 총 비용을 간소화하고 절감

할 수 있도록 이더넷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인

라인 파워 지원

• 전원 관리 기능을 통해 업계 선도적인, 범위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100mW의 고성능 무선 통신

설계

• 투자분 보호를 위한 하드웨어 성능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아키텍처

시스코 350 Series는 모든 Cisco Aironet 제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원합니

다.

• 장애를 막아주는 보안 관리 및 사용자 기반의 프

라이버시를 위해 사용자 기반의 중앙 관리식 인

증 기 능 을 제 공 하 는 802.1x 기 반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서비스

• WLAN 인프라의 설치 및 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자동 채널 선택 기능, CDP(Cisco

Discovery Protocol),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및 BOOTP 서비스

• 로드 밸런싱 및 핫 스탠바이 리던던시 등, 높은

성능 및 신뢰성을 위한 가용성이 높은 서비스

•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능

및 애플리케이션 튜닝을 제공하는 이더넷 및 무

선 통신 측에서의 다양한 필터링 옵션

데이터시트

Cisco Aironet 350 Series
액세스 포인트



그림 1. AP는 모든 무선 네트워크의 중앙 지점, 또는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간의 접속 지점입니다. Site Survey에 의해 설치된 AP를 통해 무선랜 어댑터를 갖춘 사용자는 모든 네트워

크 자원에 해 지속적으로 엑세스 하면서 넓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간편한 배치와 총 설치 및 소유 비용 절감

Cisco Aironet 350 Series AP는 기존 유선 LAN을 완벽하

게 통합하기 위해 10/100 이더넷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동 이더넷 포트에서

작동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 전원 구성은

802.3af 인라인 전원 표준안과의 호환성을 갖고 있으며

Catalyst 스위치 및 라인 전원 패치 패널(그림 2-4 참조) 같

은 시스코 인라인 전원공급 장비에서 가능합니다. 옵션인 인라

인 전원 공급장비를 사용하여 Cisco Aironet 350 Series AP

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AP는 시스코 Catalyst 3524-PWR-XL을 사용하여 전력을 제공합
니다. 



업계 선도적인 WLAN 성능, 범위 및 신뢰성

Cisco Aironet 350 Series AP는 100mW전송 전력과 수신

감도를 지원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범위 및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솔루션은 안테나 특성 및 뛰어난 지연 스프레드

(다중경로) 특성을 통해 창고, 공장 및 철골 건축물 같이 어려

운 환경에서도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관리자는 특정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전파 장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Cisco Aironet 350 Series에서 다양한

무선 수신 전력(1, 5, 20, 30, 50, 100mW)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범위 및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동

안테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보호

사용자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Cisco Aironet 350

Series AP 및 브리지는 향후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

분한 플래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급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WLAN 소프트웨어 서비스

동적 세션 키 관리를 통한 중앙집중식 보안 아키텍처

보안은 WLAN 설치에 있어 주요 관심사입니다. SSID

(Service Set Identifier) 및 고정식의 WEP(Wired

Equivalent Privacy) 키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1세 무선

보안 계획은 관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모 배치가 어렵습니

다. 시스코 솔루션은 업계 최고의 확장성을 갖춘 표준 기반의

중앙 관리식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은 네트워

크 로그온에 통합된 동적 단일 세션의 단일 사용자 암호화 키

를 지원합니다.

시스코의 보안 아키텍처는 무선 아키텍처는 무선 네트워크를

위해 제안된 IEEE 802.1x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802.1x

표준은 다양한 인증 및 키 관리 방법을 지원하는 확장형 보안

구조입니다. Cisco Aironet AP는 시스코 Access Control

Server 2000 Version 2.6 같이 EAP 기능을 갖춘

RADIUS(Remote Access Dial-In User Service) 서버,

그리고 Cisco Aironet Series 클라이언트 같이 EAP를 갖춘

클라이언트 어댑터와 상호 운용함으로써 암호화된 링크를 통

해 사용자 수준의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 3. 시스코 Catalyst 인라인 전원 패치 패널을 사용하여 AP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시스코는 Cisco Aironet 350 Series AP에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원 공급장비를 제공합니다



RADIUS 서버에 한 직접 인증을 거치면, 사용자는 무선을

통한 사용자의 트래픽을 독자적으로 암호화해서 동적 WEP

암호화 키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외부 소스 및 내부 네트워

크 사용자 모두에게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CS(Access Control Server) RADIUS 서 버 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이나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server)를 사용하여

기업 사용자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IT 관리

자가 모든 사용자에게 강력한 무선 보안 기능을 즉각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성,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관리

Cisco Aironet Series는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설치,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해 설치와 구성을 간편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이 솔루션은 웹 기반의 관리 기능과 모니터링, 문제 해

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이벤트 로깅을 지원하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기반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 Series의 주파수 기민성 옵션은 채널 구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AP는 지역을 자동으로 검

색하여 혼잡이 가장 적은 채널을 선택합니다. 설치자는 서비스

지역에 있는 기타 무선 장비의 설정값을 알지 않아도 됩니다.

Cisco Aironet Series는 기업 관리를 위해 CDP를 지원함으

로써 CiscoWorks 2000같은 시스코 기업 관리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Cisco Aironet AP 및 브리지를 자동으로 탐색

할 수 있 게 해 줍 니 다 . 또 한 , 표 준 SNMP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Ⅱ, Cisco

Aironet Series의 개별 MIB 및 802.11b MIB를 지원합니

다. 콘솔이나 Telne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Cisco Aironet

Series AP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시스코가 구현한 5. 802.1x 아키텍처는 기업이 도입한 최초의 WLAN용 보안 시스템입니다.



업계 선도적인 WLAN 성능 및 확장성

모든 Cisco Aironet Series AP는 확장성을 위한 첨단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 3개의 AP가 다양한 채널

을 위해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3개 AP는 역에서

33Mbps(11Mbps * 3 AP)의 통합 피크 성능을 발휘하기 위

해 같은 위치에 설치됩니다. 사용자 수, 오류율 및 신호 세기

에 기초하는 로드 밸런싱 정책은 사용자를 재분포시켜서 전파

사용 범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수가

많은 경우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필터링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확

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관리자들은 WLAN에 들어오는 프레임의 양을 결정

하고 공유 역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3 IP 네트워

크 및 IP 소켓 필터도 제공됩니다.

기업 설치에 있어 중요한 신뢰성 및 고가용성 주요 업무용으로

배치된 경우, Cisco Aironet AP를 동일한 서비스 지역에 있

는 다른 AP에 한 이중 핫 스탠바이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메인 AP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핫

스탠바이 기능은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메인 AP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하는 백업 AP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괄적인 WLAN 솔루션

시스코는 보안 서버 및 기업 관리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AP 및 브리지, 주로 사용되는 운 체제를 모두 지원하는 다

양한 클라이언트 어댑터, 다양한 안테나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포괄적인 WLA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Aironet Series의 하나인 Cisco Aironet 350 AP는

사용자 이동성을 넓히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다양

한 기업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관리, 확

장성과 비용 효율성을 지원합니다. 

그림 6. "Access Point Management System's Express Setup" 화면은 AP의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 필요한 모든 설정값을 제공합



표 1은 350 Series AP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Cisco 350 Series AP의 사양

지원 데이터 전송 속도 1, 2, 5.5 및 11 Mbps

네트워크 표준 IEEE 802.11b

업링크 자동 감지 10/100BaseT 이더넷

주파수 역 2.4 ~ 2.4897 GHz

네트워크 아키텍처 유형 인프라

무선 미디어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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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화 DBPSK @1 Mbps

DQPSK @ 2 Mbps

CCK @ 5.5 및 11 Mbps

운 체널 북미: 11

ETSI: 13

일본: 14

비중복 채널 3개

수신 감도 1 Mbps: -94 dBm

2 Mbps: -91dBm

5.5 Mbps: -89 dBm

11 Mbps: -85 dBm

지연 스프레드 1 Mbps: 500 ns

2 Mbps: 400 ns

5.5 Mbps: 300 ns

11 Mbps: 140 ns

사용가능한 전송 전력 설정 100 mW (20 dBm)

50 mW (17 dBm)

30 mW (15 dBm)

20 mW (13 dBm)

5 mW (7 dBm)

1 mW (0 dBm)

범위 특성(일반적으로 2.2dBi 양극 안테나에서 옥내:

100mW 전송 전력 설정) 130 ft (39.6 m) @ 11 Mbps

350 ft (107 m) @ 1 Mbps

옥외:

800 ft (244 m) @ 11 Mbps

2000 ft (610 m) @ 1 Mbps

준수 사항 FCC Part 15 에 따라 라이센스 없이 운용되며 Class B 장비, DOC 규정, ETS 300.328, FTZ 2100 및 MPT 1349 표준 준수

SNMP 준수 사항 MIB I 및MIB II

안테나 AIR-AP35xE2C: 이동할 수 없는 2개의 2.2-dBi 특성 양극 안테나AIR-AP35xE2R: 2개의 RP-TNC 커넥터(안테나 옵션으로

유니트와 함께 제공되지 않음) 

암호화 키 길이 AIR-AP351E2x: 40비트

AIR-AP352E2x: 128비트



표 1은 350 Series AP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Cisco 350 Series AP의 사양

보안 IEEE 802.1x (제안서는EAP 및 RADIUS 포함)

상태 표시기 상위 패널에 있는 세 개의 표시기는 연결 상태, 작동, 오류/경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구성, 네트워크/모뎀, 무선 상태에 관

한 정보를 제공

자동 구성 지원 BOOTP 및 DHCP

원격 구성 지원 Telnet, HTTP, FTP, TFTP 및 SNMP

로컬 구성 직접 콘솔 포트(직렬 케이블 제공)

치수 6.30 인치(16 cm) W x 4.72인치(12 cm) D x 1.45인치(3.7 cm) H

무게 350g

Plenum Rated Enclosure 없음. AP가 플래넘 정격을 위한 철제 엔클로저를 가지고 있는 경우, Cisco Aironet 350 Series 다기능 브리지 참조

환경 조건 온도: 32�~ 122℉ (0�~ 50℃)

10 ~ 90% (비응축)

입력 전원 요건 24 +/-10%에서60 VDC (이더넷 라인 전원)

보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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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SI 파트너 •이스텔시스템즈ㄜ 031-467-7079 •SK씨앤씨ㄜ 02-2196-7114/8114 • 우정보시스템 02-3708-8642

■ Global 파트너 •이퀀트코리아 02-3782-2600

■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커머스코리아 02-2187-0114 •ㄜ인큐브테크 02-3497-9303 •ㄜ아이넷뱅크 02-3400-7486

•ㄜSK Global 02-3788-3673

■ IPT 파트너 •청호정보통신 02-3498-3114 •LG기공 02-2630-5156

■ WLAN 전문 파트너 •ㄜ에어키 02-584-3717 •(주)텔레트론 031-340-7000

■ VPN/Security 전문 파트너 •코코넛 02-6007-0133 •TISS 051-743-5940 •이노비스 02-6288-1500

■ NMS 전문 파트너 •ㄜ넷브레인 02-573-7799

■ CN 전문 파트너 •메버릭시스템 02-6283-7425

■ Workgroup Storage 전문 파트너 •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