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Wi-Fi
 의료



더 스마트한 Wi-Fi 는안전한 
이동성을 제공하여 환자 진료 개선
이것은 꼭 필요한 처방입니다. 

환자 진료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Wi-Fi 연결은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결과 개선에 꼭 필요합니
다. 기대를 충족하려면 이 연결은 광범위한 건설 자재를 통과하고, 다양한 의료 장비와 진료 애
플리케이션과 연동되고, HIPAA를 준수하고, IT 직원이 쉽게 구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
니다. Ruckus는 이러한 기본적인 WLAN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Wi-Fi 액세스
이동성은 오늘날의 의료 조직의 핵심 요소로 위치에 상관

없이 병원 전체에서 제약 물품을 전달하는 지칠 줄 모르는 

무선 로봇에서 실행 가능한 임상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

능에 까지 의료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대처 및 커뮤니케이

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임상의는 Ruckus의 스마트 Wi-Fi 

인프라를 통해 전송되는 임상 EMR/EHR 정보, VoIP 통신, 

고해상도 비디오 및 의료 이미지 전송의 안정성과 무결성

을 대단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Ruckus Smart Wi-Fi는 Vocera 음성 배지와 같은 

장치를 위한 더 강력하고 포커스된 신호 이득을 

제공합니다.

Ruckus Smart Wi-Fi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연결이 필요하고 

대기 시간에 민감한 EHR/EMR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지원
무선 VoIP, RTLS 위치 정보, 환자 모니터링/원격측정, 주사 장치, 의료 이

미지, 침대 옆 비디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및 스마트폰으로 인해 Wi-Fi 

성능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uckus ZoneFlex™ WLAN 시스템

은 특허받은 BeamFlex™ 장거리 지향성 Wi-Fi 빔형성, 적응형 안테나 기

술과 SmartCast™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하여 클라이언트별, 

트래픽-클래스 QoS별로 멀티미디어 트래픽 배달을 분류, 우선순위 지정 

및 최적화하므로 표준 802.11 Wi-Fi를 통해 모든 클라이언트 및 트래픽 

흐름(음성, 비디오,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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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to connect with free Wi-Fi,
courtesy of Your Carrier

Valued Subscriber

We’d like to make it easier for you to enjoy
the speed and convenience of our Wi-Fi
hotspots.  Just follow this link, and in 
three taps of your �nger we can set your 
iPhone up to log on to any Your Carrier 
hotspot automatically.  You’ll have instant 
access to more than 45,000 hotspots 
nationwide.  It’s that easy.

간섭: 6개 AP, 120개 클라이언트, 사용량이 많은 악성 AP 1개

65% 
향상
(평균) 

적응형 안테나 + 기존 Wi-Fi
학습 기반 SON 구현

고밀도: AP당 90개의 활성 클라이언트  

95% 
향상
(평균)

총
TCP 처리량

 더 적은 수의 AP로 모든 곳에 WI-FI 서비스
콘크리트, 금속 패널 및 납 차폐벽과 같은 병원 건설 자재는 RF 신호 

통과를 심각하게 저하합니다. 통화 중단과 부적절한 서비스 범위로 

인한 임상의의 워크스테이션 재인증은 생산성 저하, 느린 응답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선을 모니터링

하고 실시간으로 간섭을 우회하여 Wi-Fi 신호를 이동할 수 있는 고유

한 기능을 포함하는 Ruckus ZoneFlex WLAN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유선과 유사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여 중

요 EMR 정보 및 무선 지원 음성 송수화기에 적합합니다. 

Ruckus 시스템은 까다롭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RF 환경에 맞게 Wi-Fi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RUCKUS SMART Wi-Fi는 더 먼 거리에서

더 먼거리까지 제공
보다 일관된 성능을

강력한 보안, 단순한 관리
Ruckus는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스트레스인 보안 및 액세스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통합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네트워크 세

그먼트 및 보안 아키텍처, 인증 프로토콜 및 디렉토리 서비스와 통합되

어 구현을 간소화합니다. 둘째, Ruckus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장치 프로

비저닝과 사용자를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IT 직원을 위해서는 설계하

기 쉬운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Ruckus의 장치 감식 및 액

세스 제어 기능을 통해 특정 장치 유형 및 사용자 역할에 차별화된 정책

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상된 모니터링 및 가시성을 통해 네트워

크 운영, 문제 해결 및 시간에 따른 정책 변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

지막으로 Ruckus는 의료 장비, 무선 카트, BYOD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개인 장치 등, 모든 장치에서 최고 품질의 진료 제공을 위한 무선 성능을 

내는 데 필요한 RF 안정성, 확장성 및 용량을 제공합니다. 

출처:
“병원에 무선 기술이 꼭 필요해지면서 Ruckus 

ZoneFlex Wi-FI 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모든 곳

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범위를 통해 유

선에 버금가는 일관된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합

니다.“ 

BARRY RUDD  

정보 기술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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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쉽고 한눈에 들어오는 WLAN 시스템 상태 대시보드
예산과 IT 직원이 한정되어 있는 의료 조직에게는 유비쿼터스 Wi-Fi 네

트워크를 구현하는데 단순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쟁 무선 네트

워크와 달리 관리자가 직관적인 포인트 앤 클릭 마법사를 사용하여 전

체 Ruckus WLAN을 몇 분 내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관

리자는 특정 AP 및 클라이언트로 빠르고 쉽게 드릴다운하여 Wi-Fi 연결

을 테스트하고 다른 여러 모니터링 및 구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및 상황에 맞는 의료를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IT 직원이 소중한 자산을 추적 및 관리하는 RTLS를 간편하게 구현하

여 도난을 방지하고 자산 활용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환자 이

벤트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임상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Ruckus는 업계 최고의 RTLS 벤더와 협력하여 해당 벤더의 위치 추적 

엔진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Ruckus WLAN 시스템에서 자산

을 추적하고, 직원을 찾고, 환자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능은 프로비

저닝 프로세스 동안 Ruckus ZoneDirector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간단

히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Wi-Fi 범위 확대/음영 지역 없음
통합 장거리 고이득 적응형 안테나 기술을 통해 서비스 

범위 2~4배 향상

2
안정적인 모바일 클라이언트 연결
고이득의 지향성 신호 및 적응형 빔 전송 방식으로 간섭

을 방지하고 최상의 경로를 통해 전송

3
동급 최고의 Wi-Fi 성능
엄청난 안테나 다양성 및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통해 엔

드 스테이션까지 일관된 데이터 속도 보장 

4
애플리케이션 지원
자동 간섭 완화를 통해 정보 디스플레이와 같은 애플리

케이션의 IP 비디오 및 음성을 결함 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지원

5
HIPAA 보안 컴플라이언스
표준 802.1X 지원, 사용자별로 고유한 암호화 키 자동 생

성 및 설치(Dynamic PSK)를 통해 완벽한 HIPAA 컴플라

이언스 제공

6
뛰어나고 간소한 BYOD 및 게스트 네트워킹
별도의 WLAN을 통해 연결된 장치에 대한 직원, 환자 및 

게스트의 안전한 액세스 제공 및 역할 정책 적용

7
새로운 케이블 연결 없음
고도의 안정적인 적응형 스마트 Wi-Fi 메싱을 사용하므

로 모든 AP에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음

8
유연한 구현 옵션
컨트롤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AP를 구현하고, 

컨트롤러를 현장 또는 원격으로 설치

9
실시간 위치 추적
ZoneDirector의 확인란 프로비저닝을 통해 위치 애플리

케이션에 정보 전달

10
간편한 구성 및 구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해하기 쉬운 포인트 

앤 클릭 명령 사용 

TOP
 10

RUCKUS 의료용 10가지  
WI-FI 필수 항목 제공

Ruckus ZoneFlex WLAN 시스템은 간섭을 

피해 Wi-Fi 신호를 전달하여 패킷 손실, 

대기 시간 및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Ruckus,
전 세계  
간판급 유명 고객의 
사랑을 독차지



의료 조직이 Ruckus  
스마트 Wi-Fi 시스템을 
선택하는 이유

문제 RUCKUS SMART WI-FI 솔루션

불규칙한 서비스 
범위 

신호 이득이 높은 스마트 안테나 시스템은 병원

당 더 적은 수의 AP로 Wi-Fi 신호를 2~4배 더 멀

리 확장

불안정한 Wi-Fi  
연결

특허받은 스마트 적응형 안테나 기술은 로밍 클

라이언트로 빔을 동적으로 형성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고 패킷 손실을 완화하여 최고의 

성능 보장 

저조한 
애플리케이션 
지원

IP 기반 비디오, 음성 및 EMR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2개의 개별 WLAN 네트워크 제공

불충분한 보안 HIPAA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고급 보안 메커니즘

게스트 네트워킹 직관적인 브라우저 기반 기능을 통해 접수대에

서 대기실 방문객에 대해 고유한 Wi-Fi 게스트 

패스를 60초 내에 생성할 수 있음

관리할 AP가 
너무 많음

기존 전방향 Wi-Fi 제품에 비해 1/3~1/2의 AP 필요 

이더넷이 없는 
영역으로 Wi-Fi 
확장

이더넷 손실 없이 Wi-Fi 신호를 확장하고 

ZoneDirector를 통해 중앙에서 원격 관리형  

실내 및 실외 AP에 대한 메싱 제공

복잡한 설치  
및 관리

전체 WLAN이 수 분 내에 구성. 컨트롤러를 자동

으로 검색하여 AP가 자동 구성되며 분산 포워딩 

아키텍처를 통해 중앙에 있는 단일 NOC가 데

이터 경로에 참여하지 않고도 전체 의료 복합체 

Wi-Fi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Waycross, GA에 있는 Satilla Medical Center는 면적

이 370,000제곱피트가 넘는 종합 서비스 병원입니다. 

Satilla Regional Medical Center는 1,300명 이상의 직

원과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은 두 

개의 결합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1950년

대에 지어졌고 새 건물은 2002년 시공되었습니다.

Satilla는 본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시

설 및 재활 센터에서 Ruckus ZoneFlex Smart 802.11n 

Wi-Fi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Satilla는 Cisco 및 

Aruba AP를 고려했었지만 무선 요구사항이 120개 

Cisco AP(3개의 컨트롤러 포함) 또는 200개의 Aruba 

AP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판이 좋은 다른 WLAN 

공급업체를 찾기로 결정했으며, Ruckus를 소개받고 테

스트를 거친 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Satilla는 65개의 ZoneFlex 7962 듀얼 밴드 실내 802.11n 

액세스 포인트와 2개의 ZoneDirector 3100 컨트롤러

를 설치했습니다. 이 병원은 또한 Ruckus 스마트 무

선 메싱 기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실 

및 기타 케이블 없는 의료 사이트와 같이 이더넷 케이

블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서 추가 AP를 설치할 수 있

었습니다. Ruckus ZoneFlex 시스템은 병원 전체에 무

선 기능을 제공하여 300대 이상의 Wi-Fi 지원 장치와 

MEDITECH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로봇 제약 

배송 시스템 “TUG”, 모바일 정맥절개 시스템, 스마

트폰 및 게스트 Wi-Fi 액세스를 비롯한 다양한 현재 및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RUCKUS,  
Satilla Medical Center에서 
Wi-Fi 신호 향상에 전력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

적인 고속 무선 네트워크의 가치를 모르실 겁

니다. 적응형 안테나 어레이를 갖춘 Ruckus 

ZoneFlex 시스템은 패킷 손실, 성능 지연 및 연

결 끊김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지속적인 RF 변

경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고급 Wi-Fi 기술을 갖

춘 유일한 시스템이었습니다.”

Jamie Steck 

IT 담당 이사, Central Utah Clinics



재활원

진료소

응급실

병실

인텔리전트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 
자동으로 간접 차단 및 다른 AP로는 
불가능한 장애물 침투

특허받은 빔 형성/빔 전송을 통해 
EMR/EHR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최소화

클라이언트 장비의 특별한 구성이 
필요없는 안정적인고 간소환 
게스트 WLAN

데이터 경로 밖의 컨트롤러, 
현장이나 외부에서 구현

전체 실내/실외 시스템에 대한 
유니파이드 종단간 관리

ZoneDirector3000

ZoneDirector3000

ZoneDirector
3XXX 또는 1XXX

FlexMaster EMS

LAN1 LAN2 LAN3 LAN4

Ruckus Smart Wi-Fi 는 더 먼 거리에서
의료 분야에서 가장 유연한 구현 옵션 
무선 의료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서비스, VOIP, 의료 이미지 IPTV 스트리밍, 
게스트 액세스, 직원 관리, RTLS/RFID, HIPAA 컴플라이언스



완벽한 포트폴리오
의료

ZoneFlex 7372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802.3af/at) 지원이 통합된 실내 

이중 밴드 2포트 802.11n AP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802.3af/at) 지원이 통합된 실내 

이중 밴드 3x3:3 802.11n AP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802.3at/af) 지원이 통합된 실외 

이중 밴드 2포트 802.11n AP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802.3af) 지원이 통합된 실내 

단일 밴드 2포트 802.11n AP

실외 장거리 지점 간/다중 지점간 

802.11n 5GHz 브리지

Linux 기반 원격 Wi-Fi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ZoneFlex 7982

ZoneFlex 7762

6~1000개의 Ruckus AP를 지원하는 

중앙 무선 LAN 컨트롤러

다목적 듀얼 밴드 동시 802.11n 

유무선 벽 스위치

ZoneDirector 컨트롤러ZoneFlex 7055

ZoneFlex 7321ZoneFlex 7731

FlexMaster

ZoneFlex 7352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802.3af/at) 지원이 통합된 실내 

단일 밴드 2포트 802.11n AP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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