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내 집 같은 편안함

연결된 투숙객 환경 개선
오늘날의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은 그 어느 때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어디서든 스마트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호텔 고객의 83%는 불량한 WiFi 환경을 보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으며, 36%는 그러한 환경의 호텔은 재예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이용할 수 없으면 투숙객이 그 호텔을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Ruckus의 유/무선
솔루션은 전 세계 호텔 경영자를 위한 최상의 표준입니다.

모든 통합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
Ruckus 고성능 액세스 포인트와 Ruckus ICX™ 스위치를 함께
사용하면 호텔 경영자가 안정적인 단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현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계층화된 HSIA(고속 인터넷 액세스)
• POS(Point-of-Sale) 터미널
타사 IP 기반 장치를 갖춘 호텔 직원 간의 무중단 음성
통신을 지원합니다.

• IP 기반 VOD(주문형 비디오)
• 백오피스 및 서비스 최적화 서비스
• VoIP(Voice over IP)
• 디지털 간판 및 키오스크
• 모든 종류의 실내 IP 사용 장치
뛰어난 멀티미디어 지원
IP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음성 통신 및 디지털 간판과 같은
기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소리 없이 필수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Ruckus 스마트 WiFi는 특허 받은 적응형
안테나 기술과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로 대기 시간에
민감한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분류, 예약, 우선 순위 지정 및
최적화함으로써 투숙객과 호텔 직원에게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무선 키오스크에 연결하여
투숙객이 언제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숙객에게 깜박거림 없는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백오피스 및 POS(Point-OfSale) 터미널에서 IP 기반
장치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비즈니스 및 투숙객 최적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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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안정적인 광대역 무선의 유비쿼터스 환경은
오늘날의 모바일 세계에서 호텔 선택의 기본 기준 중
하나입니다. Ruckus가 적응형 WiFi 신호 분야에서
이룬 혁신 덕분에 주요 WiFi 범위 및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투숙객 환경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민감한 호텔 경영자를 위한 간소화된 네트워크
호텔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계속 변화하므로
네트워크는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텔
구현에서 스위치 스택은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네트워크 성능으로 확장 가능하고
간소화된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택기술을
적용하면 여러 스위치가 단일 스위치로 관리되고 리소스가
공유됩니다. 네트워크 용량을 높이고 여러 스위치를 함께
결합할 수 있으므로 호텔 경영자는 관리 작업을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킹
패브릭 설계는 네트워크 운영 비용은 절감하면서 확장성과 네트워크 가시성을 높여 줍니다. Ruckus Campus Fabric은 네트워크
서비스 및 기능을 패브릭 네트워크 내 다른 스위치와 공유하는 이중화된 로드 밸런싱 링크가 포함된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매우 안정적입니다. 호텔 IT 직원이 네트워크 내 어디든 스위치를 배치하면 해당 스위치는 수동 구현
없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관리 지점을 단일화하여 문제 해결 및 용량 추가가 훨씬 더 쉽고 가동 시간이 향상됩니다.

결과: 30대 MacBook Pro x 클라이언트당 4개 테스트 쌍
결과: 30대 MacBook Pro x 클라이언트당 4개 테스트 쌍

5G TCP 다운링크 Mbps
클라이언트당 4개 테스트 쌍

5G TCP 업링크 Mbps
클라이언트당 4개 테스트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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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른 802.11AC 및
802.11N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능가하는
RUCKUS 스마트 WIFI
Ruckus 스마트 WiFi AP는 거의
모든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모든
테스트 장치(DUT)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최상위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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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간판급 유명

고객의 사랑을
받다

비용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현대화
호텔은 투숙객들의 표준이 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확장에 발맞추는 데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Ruckus ICX 스위치는 더
낮은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향후 수 년 동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멀티기가비트 기술 혁신
속도가 필요한 경우 Ruckus는 멀티기가비트 솔루션
(802.3bz, 2.5기가비트)로 최신 Wi-Fi 성능 표준을
지원하는 설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Ruckus는 호텔
투숙객을 위한 업계 최고의 실내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컨퍼런스 센터나 비즈니스
회의장과 같은 호텔 영역에 적합한 Wi-Fi 및 네트워킹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호텔 영역에서는 투숙객이
원하는 장치에 연결할 수 있고 필요한 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uckus는 R720
액세스 포인트와 Ruckus ICX 7150 Z-Series 스위치를
결합하여 멀티기가비트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사용자와
장치에서 802.11ac Wave 2의 기능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720 AP는 업그레이드된 멀티기가비트 이더넷(2.5 GbE)
포트와 4x4:4 802.11ac Wave 2를 통해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뛰어난 Wi-Fi 성능을 제공합니다. Ruckus ICX 7150
Z-Series 스택형 스위치는 멀티기가비트 이더넛 포트와 PoE,
PoE+ 및 포트당 최대 90와트의 PoH(Power over HDBaseT)
를 포함하는 업계 최고의 PoE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 R720
액세스 포인트를 적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R720
과 ICX 7150 Z-Series를 결합함으로써 Wave 2 표준의 최대
성능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보장하여 호텔에서 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까다로운 영역 및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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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KUS SMART WIFI
는 접객 업계에서 가장
유연한 배포 옵션을
제공합니다.
컨벤션 센터

객실
타워

유연한 구현 옵션
HSIA, 통합 서비스, IP VOD, VoIP,
PoS, 게스트 네트워킹, 서비스 최적화,
백오피스 관리, 디지털 간판

수영장

로비

802.11ac
Wi-Fi
벽
스위치

객실 내 DOCSIS 또는 이더넷
Wi-Fi 벽면 부착형
모바일 장치에 대한 Wi-Fi 향상
이더넷
액세스

메시

안정적인 실내 메싱

Ruckus ICX 스위치 스택
안정적인 듀얼 밴드 실외 AP

장거리 스택 단일 지점 관리

loT 애플리케이션 지원

그림 1: 현대적인 호텔을 위한 Ruckus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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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많은 호텔들과 마찬가지로 La Quinta 역시 투숙객의
행동 및 무선 사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호텔
투숙객은 호텔 내 어디에서나 자신의 컨텐츠를 액세스하여 조회
및 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에 대한 강화된 제어 기능을
원했습니다. 8,400개 이상의 객실과 수백 개의 호텔 및 9백만
명의 충성도 높은 회원을 보유한 La Quinta는 중급/중상급
세그먼트에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서비스 호텔입니다. La Quinta는 투숙객에게
재택 환경을 능가하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동급 최고의 무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최적의 무선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투숙객의 단말에 따라 WiFi 신호와 채널 할당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WiFi 인프라를 설계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저전력 스마트 모바일 단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역폭이 강화된 5GHz 밴드의
활용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 단말을 사용하는 투숙객은
다양한 단말에서 끊김 없는 스트리밍 비디오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무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La Quinta는 Ruckus Smart WiFi 제품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선택하여 표준화했습니다.
Ruckus를 통해 La Quinta는 모든 건물의 구석구석에서 더
강력한 신호 수신 범위를 지원하고, 투숙객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안정적인 WiFi 연결을 제공하고, 원격 무선 관리자를
위한 간소하면서 강력한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a Quinta에 따르면 새로운 스마트 WiFi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은 모든 투숙객을 크게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특허받은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기술을 Ruckus Smart WiFi 액세스
포인트에 통합하여, La Quinta는 각 건물에서 경쟁 제품보다
더 적은 수의 액세스 포인트로 더 우수한 무선 성능, 용량 및
범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모든 건물에 필요한 IT 직원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Ruckus Smart WiFi 인프라를 구축하여 La Quinta 투숙객은
이제 모든 호텔 투숙객이 기대하고 모든 호텔에서 갈망하는
환경을 능가하는 온라인 무선 환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Ruckus Wireless가 제공합니다.

경쟁업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호텔에서 Ruckus Smart WiFi 솔
루션 선택
문제

Ruckus Smart WiFi 솔루션

불규칙한 서비스 범위

신호이득이 높은 스마트 안테나 시스템은
호텔당 더 적은 수의 AP로 신호 범위를 2~4배
더 멀리 확장

게스트 네트워킹

직관적인 브라우저 기반 기능을 통해 투숙객
대면 직원이 고유한 WiFi 게스트 패스를 60초
내에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음

투숙객을 위한
일관된 HSIA

모든 Ruckus Smart WiFi 액세스 지점
내에서 특허받은 적응형 안테나 기술과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기술은 안정적인
클라이언트 연결을 보장하고 패킷 손실을
완화하여 최상의 성능 지원

WiFi를 통한 통합
서비스

IP 기반 비디오, 음성, HSIA, 디지털 광고 및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별 WLAN 네트워크를
최대 32개까지 제공

복잡하고 번거로운
구현 간소화

장거리 고이득 AP는 적은 수의 노드로 주어진
영역을 처리할 수 있고 이더넷 케이블이
없거나 끌어올 수 없는 곳에서 고급 무선
메싱을 통해 WiF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WiFi를 통한 음성

고급 WiFi 신호 제어 및 서비스 품질 기술은
IP 기반 VoIP 전화와 WiFi 배지에 대한 탁월한
지원 제공

배선 추가 없이 IP
기반 비디오 지원

이중 밴드 802.11ac은 HSIA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해상도 IP 기반
비디오 스트림을 완전무결하게 지원

유니파이드 네트워크

실내 및 실외 AP가 통합되고 중앙에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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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포트폴리오 숙박업

ZoneFlex C110

ZoneFlex H320

ZoneFlex H510

DOCSIS 3.0 케이블 모델이 내장된
2x2:2 802.11ac Wave 2 벽면 부착
형 AP

벽면 부착형 2x2:2 802.11ac Wave 2
Wi-Fi AP 및 유선 스위치

벽면 부착형 2x2:2 802.11ac Wave 2
Wi-Fi AP 및 IoT 지원 유선 스위치

ZoneFlex R310

ZoneFlex R510

ZoneFlex R710

낮은 밀도 환경을 위한 실내 802.11ac
2x2:2 Wi-Fi 액세스 포인트

중간 밀도 환경을 위한 실내 2x2:2
802.11ac Wave 2 Wi-Fi AP

높은 밀도 환경을 위한 실내 4x4:4
802.11ac Wave 2 Wi-Fi AP

ZoneFlex R720

ZoneFlex T300

ZoneFlex T610

높은 밀도 환경을 위한 멀티기가비트
백홀이 내장된 실내 802.11ac Wave 2
Wi-Fi AP

실외 2x2:2 2.4/5GHz 802.11ac
Wi-Fi AP

실외 4x4:4 802.11ac Wave 2
Wi-Fi AP

7

완벽한 포트폴리오 숙박업

ICX 스위치

관리 및 제어

SmartCell Insight

12/24/32/48 포트 및 1GbE, 2.5GbE,
10GbE 및 40GbE 속도를 제공하며
PoE 옵션이 있는 액세스, 통합 및 코
어 L2/L3 스위치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없는 어플라이언스 및
가상 및 클라우드 관리 WLAN

데이터 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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