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어하우스 
용 스마트 WiFi



더 스마트한 WiFi 의운영은  
효율성 향상
공급과정에서의 가장 강력한 연결 

웨어하우스에서 물류 업무를 세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무선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빠르고, 폭넓고, 안정적인 WiFi 범위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넷이 없어도 문제 없음
기존 구조물에 이더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며 웨어하우스도 예외가 아
닙니다. WLAN에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 연결이 네
트워크 백본으로 빠르게 연결됨에 따라 Ruckus
의 자동 구성 및 자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SmartMesh는 모든 AP(액세스 포인트)로 CAT5 
케이블을 끌어오는 추가 비용을 없애 건물 전체
로 무선 연결을 확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이 되고 있습니다. Ruckus SmartMesh는 최상의 
경로 선택과 간섭 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RF 문
제가 있는 웨어하우스 환경에 꼭 필요한 안정적
인 유비쿼터스 WiFi 서비스 범위를 지원합니다. 
Ruckus에서는 Ruckus ZoneDirector 인터페이스 
내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메싱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Ruckus는 대기 시간에 민감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한 핸드헬드 모바일 장치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범위, 신호 및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적응형 안테나 기술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핸드헬드 장치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모바일 장치에 매우 효율적인 연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는 무선 지원 핸드헬드 장
치에 심각한 연결 문제가 생깁니다. 랩톱과 달리 
모바일 장치는 방향이 계속 변경되므로 WiFi 시
스템이 충실한 신호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기
존 옴니 안테나는 이러한 유형의 모바일 클라이
언트에 맞게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연결이 끊어
지거나 WiFi 성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빈번
히 발생합니다. Ruckus ZoneFlex 적응형 안테나 
기술은 장치가 이동되거나 웨어하우스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패킷에 대한 최상의 신호 경
로를 선택합니다. 이 특허받은 안테나 어레이는 
클라이언트 장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세로 또
는 가로로 편향된 신호를 보내 각 클라이언트와 
해당 위치를 기억합니다. 따라서 특히, 일정한 
유동 상태의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성능이 일관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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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향상
(평균) 

적응형 안테나 + 기존 WiFi
학습 기반 SON 구현

고밀도: AP당 90개의 활성 클라이언트  

95% 
향상
(평균)

총
TCP 처리량

클라이언트 BYOD/게스트 네트워크 등록
Ruckus Cloudpath는 기업용 장치 보안과 개인용 장치 보안의 격차
를 해소하여 확장성이 뛰어난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BYOD를 채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단순한 WiFi 환경을 구축합니다.

Cloudpath는 표준 기반 보안을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로 작업하고 
WiFi 솔루션을 통해 전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Cloudpath 솔루션은  
전 세계에 걸쳐 안전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시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는 방문자, 계약자 및 직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Ruckus Smart WiFi는 더 먼 거리까지 

보다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적은 수의 액세스 지점으로 2배의 용량 및 서비스 범위 제공
기존 옴니형 안테나는 WiFi 신호 경로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영역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AP가 필요합니다. Ruckus는 특허받은 
자체의 고이득 양방향 적응형 안테나 어레이를 모든 AP에 통합하여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즉, 유선에 버금가는 뛰어난 성능과 2~4배 
넓은 서비스 범위를 제공하면서도 필요한 AP (엑세스 포인트)는 평
균적으로 30~50% 적습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 OPEX 및 CAPEX 절
감과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합니다. Ruckus의 듀얼 밴드 실내 및 실
외 AP(엑세스 포인트)를 채택하는 웨어하우스는 이제 모든 곳에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WiFi 인프라를 갖추어 다운타임이나 
생산성 감소를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엑세스 포인트에서 특허받은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는 경쟁 제품보다 더 
적은 수의 AP로 더 안정적이고 더 먼 거리의 WiFi 연결을 제공합니다.

출처: 간편한 구성
Ruckus ZoneFlex 시스템은 업계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성 및 
구현할 수 있는 WLAN 시스템입니다. 하이엔드 WiFi 시스템과 
연관된 통상적인 비용과 복잡성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가장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 분 내에 구성되고 몇 시간 내에 
구현되는 ZoneFlex 시스템은 직관적인 웹 기반 마법사를 사용
합니다. 구성된 AP는 전원이나 PoE에 연결되고 ZoneDirector 
컨트롤러나 FlexMaster WiFi 관리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색하
여 자체적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AP를 독립형 모드로 설치
하거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중앙 집중식 WLAN의 일부로 설
치할 수 있습니다. ZoneDirector 컨트롤러는 데이터 경로 외부
에 구현되므로 성능 병목 현상이나 단일 장애 지점이 될 가능
성을 제거합니다.



장거리 WiFi 광대역으로 많은 예산을 절약
매월 발생하는 브로드밴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웨어하우스에서 1~8마일의 거리에서 장거리 스마트 WiFi 
브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02.11ac 5GHz WiFi 브리지는 
웨어하우스 시설에 50~500Mbps의 고용량 광대역 연결을 
제공하므로 원격 사이트에 대한 값비싼 고정 회선 연결을 
줄여 매년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매우 직관적인 고급 WiFi 관리
현장이든 원격이든 무선 LAN 시스템의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혼동되는 옵션으로 가득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가 없습니다. 대신 관리자는 단순하게 
설계된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포인트 
앤 클릭하면 됩니다. 맞춤형 위젯 기반 대시보드는 시스템을 
한눈에 완벽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최근 사용자 
작업, 가장 활발한 클라이언트, 가장 많이 사용되는 AP, Rogue 
장치, 실시간 통계 등이 포함된 보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과정을 간소화되므로 일이 많은 IT 직원이 있는 
웨어하우스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1 어디서나 WiFi 연결 제공
모든 Ruckus AP 내에 통합된 장거리 고이득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 서비스 범위 2~4배 향상

2 뛰어난 클라이언트 연결
Ruckus의 적응형 안테나 기술은 다수의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 
완벽한 연결 지원

3 거리와 관계없이 일관된 성능
Ruckus의 적응형 다중 안테나 기술과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통
해 최종 클라이언트에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빠른 연결 제공 

4 원격 관리 
실내 및 실외 AP를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음

5 새로운 케이블 연결 없음 
Ruckus SmartMesh 기술은 구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 
케이블 설치 없이 간단한 메싱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음

6 유연한 구현 옵션 
AP를 독립형으로 구현하거나 컨트롤러 없이 구현할 수 있음. 
컨트롤러를 현장에 두거나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음

7 위치 기반 서비스(LBS) 
Ruckus는 영역, 매장, 지역별 히트맵을 통한 이동 경로 트래픽 
가상화와 같이 주요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포지셔닝 
기술(SPoT)을 구현함

8 간편한 구성 및 구현
IT 리소스가 부족한 웨어하우스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Ruckus
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 

9 간단한 보안 
동적 PSK를 사용하여 많은 IT 리소스나 보안 전문가 없이도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음

10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등록 
Ruckus Cloudpath는 안전한 BYOD/게스트 네트워크 온보딩을 
제공함

필수 항목 
10가지

RUCKUS는 웨어하우스에 
필요한 10가지 WIFI 필수 
항목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지점 간/다중 지점간 802.11ac은 광대역 연결을 확장합니다.

Ruckus, 
전 세계 

간판급 유명 고객의 고객



웨어하우스 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Ruckus Smart  

WiFi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유

문제 RUCKUS SMART WIFI 솔루션

불규칙한 서비스 

범위 

Ruckus의 적응형 안테나 기술은 위치당 더 

적은 수의 AP로 WiFi 신호를 2~4배 더 멀리 

확장

복잡한 설치 및 

관리

장거리 고이득 AP는 적은 수의 노드로 

주어진 영역에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고 

이더넷 케이블이 없거나 끌어올 수 없는 

곳에서 고급 무선 메싱을 통해 WiF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매월 광대역 비용 

발생

장거리 802.11ac WiFi 지점 간/다중 지점 

브리지는 고정된 광대역 비용을 없앨 뿐 

아니라 최대 8마일까지 50~500Mbps의 

연결 제공

각 웨어하우스의 

컨트롤러

ZoneDirector를 사용하면 IT 관리자가 

네트워크 전체의 웨어하우스를 하나의 

컨트롤러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음

유니파이드 

네트워크

실내 및 실외 네트워크 AP (엑세스 포인트)가 

통합되어 ZoneDirector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

이더넷이 없는 

영역으로 WiFi 

확장

이더넷 연결 끊김 없이 WiFi 신호를 확장하고 

ZoneDirector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AP에 대한 메싱 제공

관리할 AP가 

너무 많음

기존 옴니형 WiFi 제품에 비해 1/3~1/2의 

AP 필요

불안정한 WiFi 

연결

특허받은 적응형 안테나 기술은 로밍 

클라이언트로 빔을 동적으로 형성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고 패킷 손실을 

완화하여 최고의 성능 보장

미국 최대의 3PL 회사 중 하나인 WOW Logistics는 
전체 웨어하우스에서 수백만 달러의 고객 인벤토리를 
관리합니다. 면적이 7백만 제곱피트에 달하고 천장 높
이가 35~40피트에 이르는 23개 위치와 높이가 5개 팔
레트이고 깊이가 4개 팔레트에 이르는 드라이브스루 
강철 랙을 갖춘 WOW는 계속 변경되고 장애물이 많은 
RF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WiFi 솔루션이 필요했습
니다.

인벤토리 추적,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선 
연결과 게스트 및 직원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WOW
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넓은 무선 연결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802.11n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WOW는 재무, 서비스 범위 및 처리량 요구사항에 맞
춰 본사에서는 기존 Motorola AP를 Ruckus ZoneFlex 
이중 밴드 7363 AP로 교체하고 관리하는 모든 웨어하
우스에는 Ruckus ZoneFlex 7962 AP를 설치했습니다. 

"대형 웨어하우스에서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되
므로 특정 WiFi 시스템에 RF 전파 문제가 발생합니
다."라고 WOW Logistics의 네트워크 관리자 Dave 
Christianson은 말합니다. "견고한 WiFi 시스템이 없
으면 우리 업무는 사실상 정지됩니다. Ruckus 시스템
을 활용함으로써 이제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에게 보
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WOW는 무선 위치 기반 추적 및 비디오 감시를 
추가하여 운영을 더 철저히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RUCKUS,  
WOW Logistics에서 
WiFi 신호 향상에 전력

"우리는 매우 다양한 업무, 애플리케이션, 사용
자 및 장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강력한 무선 연결이 필
요합니다. 적응형 안테나 기술을 사용하면 과
거 WiFi에서 시달리던 좁은 서비스 범위와 불안
정성 문제가 사라집니다." 

Nathan Wiegand 
네트워크 관리자



직관적인 고급 WiFi 문제해결 툴 모바일 사용자/장치와 안정적인 
연결

다른 실내외 AP와 적절히 
통합되는 이중 밴드 실외 AP

장거리 지점 간/다중 지점
802.11ac WiFi 브리지

ZoneDirector3000

ZoneDirector3000

ZoneDirector
3XXX 또는 1XXX

FlexMaster EMS

컨트롤러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종단간 관리

본
사

냉동실

창
고

창
고

창
고

Ruckus Smart WiFi는 더 먼 거리까지
웨어하우스 분야에서 가장 유연한 구현 
옵션 제공 
인터넷 액세스, VOIP, 게스트 네트워킹, 위치 기반 서비스, BOM 이미징, 백오피스 관리, 
직원 관리, 공급망 최적화



ZoneFlex R310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 
(802.3af) 지원이 통합된 보급형 듀얼 

밴드, 2x2:2 802.11ac AP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802.3af/at) 지원이 통합된 실내 
이중 밴드 4x4:4 802.11ac AP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 
(802.3af/at) 지원이 통합된 실내 
이중 밴드 2x2:2 802.11ac AP

ZoneFlex R710 ZoneFlex R500

Cloudpath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안전
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BYOD
를 채택할 수 있으며 한 번 구현하면 자
동으로 운영되는 WiFi 환경을 구축함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WiFi 위치 
기반 서비스(LBS) 사용자 포지셔닝 

기술 제품군 및 API

Cloudpath SPoTZoneFlex T300

스마트 안테나 어레이 및 PoE 
(802.3at/af) 지원이 통합된 실외 이중 

밴드 3x3:3 802.11ac AP

Linux 기반 원격 WiFi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6~1000개의 Ruckus AP를 지원하는 
중앙 무선 LAN 컨트롤러

업계 최고의 확장성을 갖춘 
다용도 WLAN 플랫폼

ZoneDirector 컨트롤러 SmartZone 컨트롤러 Virtual SmartZone

웨어하우스를 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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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WiFi
 편재형 성능을 위한 설계 및 구축...

Ruckus Wireles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