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바 솔루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하기
SMB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관리가 아닌 비즈니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관리가 간편한 스마트 네트워킹 솔루션이 필요하다.
아루바는 경쟁 솔루션들에 비해 한층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투자 보호를 제공하는 고성능 솔루션을 개발
했다. 또한 멀티 벤더 기능을 통해 기존에 어떤 벤더의 네트워킹 장비가 인스톨되어 있더라도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가이드는 아루바와 Cisco Meraki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고객이 더욱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Aruba 대 Cisco Meraki: 비교표
Aruba

Cisco Meraki

유연성/확장성
로컬,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만 가능

투자 보호

가능

불가능

멀티벤더 네트워크 관리

가능

불가능

네트워크 관리 옵션

성능
스위치

더 많은 PoE 전력, 멀티 기가빗 이더넷,
업링크 용량

낮은 PoE 전력 및 업링크 용
량

비슷한 무선 사양에서 Meraki
AP에 비해 30% 이상의 성능

Aruba에 비해 낮은 성능

RF 최신 기술

가능

불가능

Wi-Fi 간섭 완화

가능

불가능

최적화된 스위치 및 AP 구성

가능

불가능

Tunnel Node

가능

불가능

무선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2,600 애플리케이션

115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연속성
연결 장애 시 네트워크 관리

가능

클라우드 라이센스 필요 없음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보안
거번먼트급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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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확장성
투자 보호: 아루바는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와 스위치를 구매할 필요 없이 동일한 AP에서 컨트롤러리스(controllerless)
구성을 컨트롤러 기반(controller-based) 구성으로, 클라우드 기반을 멀티벤더 네트워크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하
고 확장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진화하더라도 완전한 투자 보호가 가능하다.
멀티벤더 네트워크 관리: Aruba AirWave는 멀티 벤더, 멀티 사이트 유무선 네트워크의 모바일 사용자와 IoT 기기에 대
한 엔드투엔드 가시성과 제어를 제공한다. 사용자 로케이션 및 매핑 기능, 앱/사용자/비RF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 히스토
리컬 리포팅, 트러블슈팅이 포함된다.

성능
스위치: 아루바 스위치는 더 많은 PoE+ 전력, 고속 멀티 기가빗 액세스, 고성능 업링크를 통한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
무선: 비슷한 무선 사양의 아루바 랩 테스트에서 아루바 AP가 Meraki AP에 비해 30% 이상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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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 Instant AP, 스위치, 브랜치 컨트롤러를 전문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리모트 사이트로 직배송하여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ZTP(Zero Touch Provisioning)를 통해 Aruba Central로부터 구성이
자동 푸시되어 단 몇 분만에 네트워크 셋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사용자 경험 최적화
RF 최신 기술: 아루바의 ClientMatch와 AirTime Fairness 기술이 어떤 조건에서도 WLAN 클라이언트 성능이 저하되
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스티키 클라이언트(sticky client) 문제를 해결하여 사용자가 시설 내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끊김 없는 연결을 제공한다.
Wi-Fi 간섭 완화: 아루바 AP는 간섭원을 파악하여 120초 이내에 완화시킨다. 반면에 Meraki는 Wi-Fi 간섭을 전혀 완
화시키지 못한다.
최적화된 스위치 및 AP 구성: 아루바 스위치는 PoE 우선순위를 자동 구성하고 아루바 AP의 최적화된 지원을 보장한
다.
Tunnel Node: 터널 노드(Tunnel Node) 기능이 탑재된 아루바 스위치는 유무선 네트워크 전반에서 안전하고 안정적
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연속성
연결 장애 시 네트워크 관리: 클라우드 연결 장애 시, 아루바 AP와 스위치를 로컬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이센스 필요 없
음). 따라서 신규 사용자 추가, 트래픽 리라우팅, 네트워크 모니터링 같은 중요한 작업을 항상 수행할 수 있다.
클라우드 라이센스 필요 없음: 아루바 AP는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관리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로컬 관리도
가능하다.

보안
거번먼트급 솔루션: 아루바는 다수의 미연방 보안 인증을 보유한 거번먼트급(government-grade) WLAN 솔루션 전문
업체이다. 또한 아루바 상위 스위치는 TAA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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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17년 2월 실시된 내부 랩 테스트. Aruba 310 Series Instant AP와 Cisco Meraki AP를 대상으로 50 클라이언트 TCP 다운스트림 처리량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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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스태킹 방식
Aruba
2930F 8G

Meraki
MS220-8P

Aruba
2930F 24G

Meraki
MS225-24

56 Gbps

20 Gbps

128 Gbps

128 Gbps

176 Gbps

176 Gbps

Routing

L3 (Static/RIP/
Access OSPF)

L2 (Static
routing only)

L3 (Static/RIP/
Access OSPF)

L2 (Static
routing only)

L3 (Static/RIP/
Access OSPF)

Static, RIP,
OSPF, VRRP

Stacking

Yes—up to 4

No

Yes—up to 4

Yes—up to 8

Yes—up to 10

Yes—up to 8

No

No

No

No

Yes

No

2 x 10 GbE
(SFP+)

2 x 1 GbE (SFP)

4 x 10 GbE
(SFP+)

4 x 10 GbE
(SFP+)

Modular:
10 GbE,
40 GbE

4 x 10 GbE
(SFP+)

125W

124W

370W

370W

1440W

740W

Yes

No

Yes

No

Yes

No

Switching
capacity

Multi-gigabit
Ethernet
Uplinks

PoE+ power
maximum
Cloud and
on-premises
network
management

Aruba
Meraki
2930M 48G MS350-48FP

아루바 스위치는 탁월한 스태킹, PoE+, 고속 업링크를 통해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Smart Rate 멀티 가기빗 포트는 기존 케이블링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최고속도 Wave 2 AP의 이점
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license-free) 아루바 스위치는 단순한 웹 GUI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Aruba Central 또는
AirWave와 손쉽게 통합된다. Tunnel Node 등의 빌트인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아루바 AP와 원활하게 통합
되어 구축, 프로비저닝, 관리를 간소화한다.
반면에 Meraki 스위치는 멀티 기가빗 이더넷 확장과 PoE+ 전력 추가가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에 한계가 있다.
클라우드 관리 및 온프레미스 관리의 유연성을 지원하지 않으며, Tunnel Node 보안이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REST
API도 지원하지 않는다. 로컬 웹기반 관리도 제한적이다.

아루바가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훨씬 관리하기 쉽다.
- Justin Hart, Blue Dog RV
비디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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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측정치
Aruba 300
Series APs

Meraki AP
MR33

Aruba 310
Series APs

Meraki AP
MR42

5 GHz 802.11ac
2x2 MU-MIMO

5 GHz 802.11ac
2x2 MU-MIMO

5 GHz 802.11ac
4x4 MU-MIMO

5 GHz 802.11ac
3x3 MU-MIMO

2.4 GHz 802.11n
2x2 SU-MIMO

2.4 GHz 802.11n
2x2 SU-MIMO

2.4 GHz 802.11n 2x2
SU-MIMO

2.4 GHz 802.11n
3x3 SU-MIMO

최고 데이터 속도

1.6 Gbps

1.3 Gbps

2 Gbps

1.9 Gbps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기기 수 (라디오 당)

최대 256

최대 128

최대 256

최대 128

부분 또는 전용

전용 라디오

부분 또는 전용

전용 라디오

AP 사양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RF 최적화*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빌트인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웹 콘텐트 필터링

* 향상된 클라이언트 로밍, 간섭 완화, Airtime Fairness

아루바 AP에는 빌트인 ARM(Adaptive Radio Management) 기술이 내장되어 있다. ARM은 무선 성능을 최적화
하고, Airtime Fairness를 제공하며, AP가 RF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AppRF 기술은 DPI(Deep
Packet Inspection)를 활용하여 2,600여 엔터프라이즈 앱 또는 앱 그룹에 대한 분류 또는 차단, 우선순위화, 대역폭
제한을 실행한다. IPM(Intelligent Power Monitoring)은 AP가 계속해서 전력 소비를 모니터하고 리포트하여 필요
에 따라 특정 기능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도록 해준다.
아루바 AP는 더 높은 총 처리량을 제공하며, 빌트인 웹 콘텐츠 필터링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보안 장비를 추가
하지 않고도 온라인 위협과 악성 웹사이트로부터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비해 Cisco Meraki AP는 클라이언트 로밍을 향상시키고 간섭을 완화하는 RF 최적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웹 콘텐츠 필터링을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와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멀티벤더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나 투자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루바, 더 스마트하고 강력한 네트워킹 솔루션
아루바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탁월한 투자보호를 보장하는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
루바는 멀티벤더 환경을 지원하며 관리가 쉽고 고객이 네트워크 관리가 아닌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클라우드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제한적인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Cisco Meraki 제품은 고객 비즈니스와 함께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멀티벤더 지원이 어렵고 클라우드 라이센싱이 필요한 까닭에 고객은 단일 벤더에
종속되고 향후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아루바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관리하기 쉬운 솔루션
을 제공한다. Aruba Networking Product Wizard를 통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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