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설정 및 관리가 간편한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는 어디에서 무엇에 연결하든 강력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가격 및 내장된 보안 기능과 함께 소기업을 위한  
Wi-Fi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WI-FI와 향상된 커버리지를 찾고 계십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ruba Instant On Access Points
초고속이고 안전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

기능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Smart Mesh로 구현하는 
똑똑한 Wi-Fi

Mesh Wi-Fi를 사용하면 
케이블을 추가하지 않고도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 내에 
간단하게 설정 가능하며 
단일 네트워크로 최대 
25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가 터지지 않는 구역 
없이 어디에서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동 시 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앱이나 클라우드 기반 
웹 포털에서 이동 중에 
네트워크를 배포 및 
관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 
에서 원격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무선 보안

안전한 WPA3/WPA2를 
사용하거나 OWE 인증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개방형 
Wi-Fi 네트워크 액세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인증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클릭 한번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유지를  
위한 IT 지원

아루바는 2년 보증, 90일간 
24/7 전화 지원,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채팅 및 커뮤니티 
지원을 귀사에 제공합니다.

Aruba Instant On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더 많은 연결장치와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며, 매력적인 가격에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무실부터 주차장까지, 
그 사이의 모든 장소에서 이동 시 통화 끊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안정적인 신호 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Wi-Fi 커버리지

• 디바이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 내장된 보안 기능으로 공인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무선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게스트와 직원 네트워크를 분리하십시오

• 실내, 실외, 현재 위치, 어디에서나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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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설정 및 관리가 간편한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는 
어디에서 무엇에 연결하든 강력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가격 및 내장된 보안 기능과  
함께 소기업을 위한 Wi-Fi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AP11 AP12 AP22 AP15 AP25 AP11D AP17

이상적인 배치 소규모 재택 
사무실, 부티크, 
소매점

진료실, 카페, 식당 부티크 호텔, 사립 
학교, 레스토랑, 
전문가 사무실

애니메이션 회사, 
기술 스타트업 
기업

게임, 부티크 호텔, 
전문가 사무실, 
기술 스타트업

부티크 호텔, 
홈오피스, 진료소

야외 카페, 풀장, 
야외 레스토랑

AP당 권장되는 
최대 활성 
디바이스 수

50 75 75 100 100+ 50 50

최대 데이터 속도 1167Mbps 1600Mbps 1774Mbps 2033Mbps 5374Mbps 1167Mbps 1167Mbps

MIMO 2x2 3X3 2X2 4X4 4X4 2x2 2x2

무게 193g 483g 500g 674g 775g 313g 650g

전파 2.4GHz 802.11n 
(Wi-Fi 4) 
5GHz 802.11ac 
(Wi-Fi 5 Wave 2)

2.4GHz 
802.11n(Wi-Fi 4) 
5GHz 802.11ac 
(Wi-Fi 5 Wave 2)

2.4GHz 
802.11ax  
(Wi-Fi 6) 
5GHz 802.11ax 
(Wi-Fi 6)

2.4GHz 802.11n 
(Wi-Fi 4) 
5GHz 802.11ac 
(Wi-Fi 5 Wave 2)

2.4GHz 
802.11ax  
(Wi-Fi 6) 
5GHz 802.11ax 
(Wi-Fi 6)

2.4GHz 802.11n 
(Wi-Fi 4)  
5GHz 802.11ac  
(Wi-Fi 5 Wave 2)

2.4GHz 802.11n 
(Wi-Fi 4) 
5GHz 802.11ac 
(Wi-Fi 5 Wave 2)

크기 152mm x 
152mm x 34mm

157mm x 
157mm x 34mm

160mm x 
160mm x 37mm

183mm x 
183mm x 41mm

200mm x 
200mm x 45mm

150mm x 86mm 
x 40mm

156mm x 67mm 
x 178mm

파워 802.3af PoE, 
10.1W 최대 또는 
12Vdc

802.3af PoE, 
13.0W 최대 또는 
12Vdc

802.3af PoE, 
10.1W 최대 또는 
12Vdc

802.3af PoE, 
14.4W 최대 또는 
12Vdc

802.3at(class 4), 
20.1WMax 또는 
12Vdc

802.3af 
PoE, 9.7W 
최대~25.3W 최대 
또는 48Vdc

802.3af PoE, 
13.5W 최대  

         실내 책상/벽면 실외

이동 중 네트워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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