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개요

ARUBA INSTANT
WI-FI – 강력한 성능,
단순성, 경제성

솔루션 장점
가장 빠른 네트워크
• 고밀도에서 경쟁 제품보다 최대 36%* 빠름
• 몇 분 이내에 완료되는 Wi-Fi 설치
• Airtime Fairness를 통해 더 많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
• 중단 없는 스캔으로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간섭 방지
• Aruba Instant AP가 Wi-Fi 채널 사용 및 성능을
최적화하여 클라이언트 속도 향상
가장 탄력적인 네트워크
• WAN 링크 없이 제 기능을 100% 발휘하는 WLAN
• 통합된 스펙트럼 관리는 성능 저하 없이 Wi-Fi 및
비Wi-Fi 간섭과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음
• 중복 ISP 업링크와 3G/4G 업링크 옵션
가장 유연한 아키텍처

모바일 장치에서 생산성 유지가 필요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전 세계 조직은 최고의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Wi-Fi 네트워크를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컨트롤러리스(controllerless) Wi-Fi 솔루션은 단순하고
경제적입니다. 인증, 구성 등의 컨트롤러 기능을 AP(액세스
포인트)로 분산하여 추가 컨트롤러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컨트롤러리스(controllerless) 솔루션이 같지는

• 본사, 지사 및 가정을 아우르는 단일 아키텍처
• 로컬, 클라우드 및 사내 관리 옵션
• AppRF 기술이 심도 있는 패킷 점검과 웹 콘텐츠 필터링
수행
• Aruba Instant AP의 내부 RADIUS 서버와 유연한 외부
AAA 옵션
• 컨트롤러 매니지드 AP로의 전환을 위한 100% 투자
보호
* 내부 테스트 기준 – IAP225 50 클라이언트 다운스트림
처리량 테스트

않습니다. 일부 솔루션의 경우 단순성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급
네트워크와 관련된 속도 및 안정성을 저하시켜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Wi-Fi 중단, 낮은 성능, 사용자
만족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급 WI-FI 즉시 제공

Aruba Instant AP에 고유한 무료 로컬 관리 인터페이스 덕분에,
외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또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nstant는 즉시 사용 가능한 턴키 방식의 비즈니스급
Wi-Fi 솔루션입니다.

Aruba Instant는 간편한 제로 터치 배포를 통해 우수한 Wi-Fi
성능, 비즈니스급 보안, 탄력성, 유연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귀사와 귀사의 모든 방문자를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게스트

컨트롤러리스(controllerless) Wi-Fi 솔루션입니다. Aruba Instant는

액세스도 보호되고 복잡성이 제거됩니다. 간편하게 게스트

설치가 간단하고 배포 및 관리에 네트워크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네트워크(SSID)를 생성하고 액세스 가능 사용자, 액세스 방법,

않습니다.

액세스 가능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동적으로 선정된 하나의 Instant AP가 자동으로 네트워크의 다른

게스트가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단순한 내장형 종속 포털 또는

Instant AP로 네트워크 구성을 분산합니다. Instant를 가동하고,

외부에서 호스팅된 맞춤형 포털을 사용합니다. 내장형 게스트

OTA(Over the Air) 또는 클라우드에서 이 AP를 구성하고, 다른 AP를

계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외부 인증 서버와 통합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전체 프로세스에는 약 5분이 소요됩니다.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솔루션 개요
ARUBA INSTANT WI-FI

사용자 경험 및 생산성 향상

이러한 정보는 각 사용자 또는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Aruba Instant의 비즈니스급 네트워크 성능은 고밀도 장치

네트워크에서 허용되는 웹 검색 및 웹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환경에서 다른 솔루션보다 최대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트래픽은 허용하지만
다른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영업시간 후에만 Netflix 트래픽을

Aruba Instant OS는 더욱 안정적인 고성능 무선 네트워크를 위해

허용하는 규칙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Wi-Fi 동작을 최적화하고 Instant AP가 RF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동으로 보장하는 통합된 ARM(Adaptive Radio Management)

AppRF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악성 웹 주소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ruba AppRF는
웹 공격이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새로운 유형의 웹 공격을

또한 모바일 장치로부터 세션 성능 메트릭을 지속적으로

포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Aruba Instant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수집하는 특허받은 ClientMatch 기술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않은 경우에도 AppRF 웹 콘텐츠 필터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메트릭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이동할 때 Wi-Fi 신호가 가장

클라이언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강력한 최고의 AP로 개별 클라이언트를 지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컬이든 원격이든 관계없이, AppRF 웹 콘텐츠 필터링이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며,

Aruba 802.11ac Wave 2 Instant AP는 향상된 MU-MIMO(다중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해 IT가 정밀한 제어를

사용자 MIMO) 개선 ClientMatch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스트림의

제공합니다.

MU-MIMO 지원 장치를 그룹화함으로써, 네트워크는 이러한
장치로의 동시 전송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전체 네트워크 용량과

WI-FI 장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 방지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통합 BLE Beacon이 포함된 Wave 2

Aruba Instant는 인터넷 연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네트워크

Instant AP는 배터리 기반 Aruba Beacon을 원격으로 관리하므로

가동 및 실행을 유지하는 고급 비즈니스급 기능이 포함된

고급 위치 및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주요 기능: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처리로 네트워크 보안 및 최적화
Aruba Instant의 AppRF 기술은 지능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량과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보호하고
최적화합니다.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암호화되거나 웹 트래픽으로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도 실시간으로 대역폭, 우선순위,
네트워크 경로를 최적화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및

• 마지막 AP까지 네트워크 연결이 지속됩니다. 개별 인스턴트
네트워크의 컨트롤러 기능이 중단이나 관리자 개입 없이
하나의 AP에서 다음 AP로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전환됩니다.
• 듀얼 이더넷 업링크는 이미 강력한 업링크 탄력성 옵션을
활용합니다. 두 가지 ISP의 인터넷 연결을 하나의 Instant AP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최고의 인터넷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Aruba AP에 장착되는 다양한 3G/4G USB 모뎀을 지원합니다.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DPI는 네트워크 설계와 용량에 변경이

이제 연결이 까다로운 영역에서 기본 연결 또는 미션

필요할 수 있는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으로 가장 빨리 이용
가능한 셀룰러 업링크가 제공됩니다.

AppRF는 GoToMeeting, Box, Skype for Business, SharePoint, Salesforce.

• 업무 시간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재부팅은 업무

com 등 1,8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찰력을

시간 외에 진행하는 유연한 이미지 업그레이드 기능이

제공합니다.

제공됩니다. 따라서 정시에 퇴근한 후 아무도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pRF 기술은 웹 콘텐츠 필터링도 제공하므로, IT는 사용자의

• 밀도 높은 구축에서는 스펙트럼 부하 분산 기능이

인터넷 검색 가능 대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ppRF는 항상

클라이언트 부하를 전체 채널에 고르게 분산합니다. 향상된

최신 상태의 콘텐츠와 수백만 개의 웹 페이지에 관한 평판

가용 무선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모든 사용자가 보다 빠르게

정보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웹 URL 요청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리디렉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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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적합한 네트워크 관리 옵션 선택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Aruba Instant AP는

클라우드나 사내에서 로컬로 인스턴트 네트워크를

VPN을 사용하여 게스트 액세스 또는 기업 본사의 인증 서비스와

관리하십시오. 인스턴트 액세스 포인트에는 네트워크 가시성을

같은 중앙 집중식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무료 관리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인스턴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로컬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Aruba Central 서비스 플랫폼 또는 사내 관리 시스템을 위한
Aruba AirWave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Aruba Central은 제로 터치 설정, 다중 Aruba Instant 네트워크 및

언제라도 Aruba Instant AP는 컨트롤러 매니지드 모드로 간편하게
전환 가능하여 본사, 지사, 가정 어디서나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솔루션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기존 AP 투자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Aruba Instant 제품군은 무선, 유선 및 WAN 연결 옵션이 포함된
다양한 AP로 구성됩니다.

Mobility Access Switch의 중앙 집중식 관리, 과거 데이터 보고,

실내 WI-FI

PCI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해당 지역 또는 전 세계에 위치한

Instant 334/335

네트워크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HPE Smart Rate의 멀티 기가비트 802.11ac Wave2

간소화합니다.
Aruba AirWave는 Aruba AP 및 스위치뿐 아니라 다양한 타사
제조업체의 유무선 인프라도 관리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경제적인 솔루션에 현명하게 투자하기

• 모바일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빠른
기가비트 데이터 속도와 우수한 사용자
경험 제공
• 최대 5Gbps까지 확장되는
HPE Smart Rate 업링크 포트
• 4X4 MIMO, 최대 1,733Mbps의 4가지
공간 스트림

Aruba Instant는 현재 제공되는 제품 중 가장 경제적인

• 다중 사용자 MIMO

비즈니스급 Wi-Fi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 2.4 및 5Ghz 라디오

낮은 CAPEX

• 내장형 BLE(Bluetooth Low Energy)

Aruba Instant를 통해 AP에 내장된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라디오

컨트롤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능 및 안정성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옵션

관련 이점을 제공하지만 하드웨어와 별도의 컨트롤러 유지관리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비용이 없습니다.

Instant 324/325

낮은 OPEX

802.11ac에 스위치와 같은 환경 제공

Aruba Instant Wi-Fi는 컨트롤러 기능, 보안, ARM RF 관리,
ClientMatch 성능 최적화, AppRF 등 모든 것을 AP에 통합하여
대역폭, 우선순위, 네트워크 경로 등의 사용을 개선합니다.
설치와 관리가 매우 간편하여 전담 무선 전문가가 필요하지

• 고밀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과 효율성 제공
• 4x4 MIMO, 최대 1,733Mbps의
4가지 공간 스트림

않습니다.

• 다중 사용자 MIMO

투자 보호

• 2.4 및 5GHz 라디오

Hewlett Packard Enterprise 기업인 Aruba는 퍼블릭 클라우드,

• 내장형 BLE 라디오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내 관리가 포함된 컨트롤러리스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controllerless) 및 컨트롤러 매니지드 Wi-Fi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함께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아키텍처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100%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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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314/315

Instant 228

고밀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및

실내 배포를 위한 러기다이즈드(ruggedized) 802.11ac AP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기 있는 802.11ac Wave 2의
고성능 및 우수한 사용자 경험 제공
• 4x4, 4가지 공간 스트림 다중 사용자
MIMO(5Ghz), 최대 1,733Mbps
• 2x2, 2가지 공간 스트림 SU-MIMO
(2.4Ghz), 최대 400Mbps
• 내장형 BLE 라디오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Instant 224/225
최고의 802.11ac Wi-Fi 성능
• 매우 높은 밀도의
클라이언트 환경에 적합
• 3x3 MIMO, 3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1.3Gbps

• 3x3 MIMO, 3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1.3Mbps
• 2.4 및 5GHz 라디오
• 외부 안테나용 커넥터 6개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Instant 103
가장 경제적인 802.11n AP
• 저밀도 Wi-Fi 환경에 적합
• 2x2 MIMO, 2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300Mbps
• 2.4 및 5GHz 라디오
• 라디오당 내부 안테나 2개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실내 WI-FI – 데스크탑

• 2.4 및 5GHz 라디오

Instant 205H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옵션

숙박업 및 지사 배포를 위한 고성능 802.11ac AP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Instant 214/215
가장 인기 있는 802.11ac AP
• 중간 밀도의 Wi-Fi
환경에 적합
• 3x3 MIMO, 3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1.3Gbps
• 2.4 및 5GHz 라디오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옵션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Instant 204/205
가장 경제적인 802.11ac AP
• 중간 밀도 환경에서
최고 성능 제공
• 2x2 MIMO, 2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867Mbps
• 2.4 및 5GHz 라디오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옵션
• 천장 또는 벽에 장착

• 2x2 MIMO, 2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867Mbps
• 2.4 및 5GHz 라디오
• 4개의 통합된 반지향성 안테나
(semi-directional antenna)
• 유선 장치 연결용 포트 3개
• 3G/4G WAN 연결(선택 사항)
• 책상에 배치 또는
벽에 장착
Instant 155
가장 빠른 성능, 가장 높은 밀도 유선 및 무선
• 2.4 및 5GHz 라디오
• 3x3 MIMO, 3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450Mbp,
100Mbps 암호화된 처리량
• 유선 장치 연결용 포트 4개
(선택 사항인 포트 2개의
Power-over-Ethernet)
• 3G/4G WAN 연결(선택 사항)
• 책상에 배치

솔루션 개요
ARUBA INSTANT WI-FI

Instant 108/109
고성능, 고밀도 유선 및 무선
• 2.4 및 5GHz 라디오
• 2x2 MIMO, 최대 300Mbps
• 유선 장치 연결용
포트 1개
• 3G/4G WAN 연결(선택 사항)
• 책상에 배치
Instant 3
가장 작은 크기의 경제적인 유선 및 무선
• 2.4GHz 라디오 1개
• 2x2 MIMO, 최대 300Mbps
• 유선 장치 연결용
포트 2개
• 3G/4G WAN 연결(선택 사항)
• 책상에 배치

실외 WI-FI
Instant 274/275/277
실외 환경을 위한 러기다이즈드(ruggedized) 기가비트 Wi-Fi
• 2.4 및 5GHz 라디오
• 3x3 MIMO, 3가지 공간
스트림, 최대 1.3Gbps
• 내부 및 외부
안테나 옵션
• 기둥 또는 건물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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