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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보안 강화로 
  디지털 학습 효과 극대화해야”

| 학원·학교·독서실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WHITE PAPER 

중소기업 대상의 네트워크·보안 장비 전문기업인 자이젤코리아(대표 김상현)의 각 산업분야별 구축

사례 리뷰를 통해 성공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살핀다. 이번호는 서울 목동 소재 한 학원에 

적용된 무선 네트워크 및 보안 최적화와 함께 자이젤 얼라이(ZYXEL Ally)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를 통

해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및 보안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학습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

이나 학교에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보드를 활용해 강의 시 판서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수

업 참고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해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한 학습 방법도 다양해지며 현장 강의는 물론 다종다양한 이러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교육기관 역

시 네트워크 및 보안 최적화에 투자가 필요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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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수업

이 진행되기도 하며, 실시간 강의를 위해 인터넷을 활

용하기도 한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

를 이용해 실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비디오, 오디

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공부를 한

다. 또한 학원에서 개발한 이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해 멘토와 실시간 상담을 받기도 한다.

학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많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만큼 네트워크 환

경과 서비스는 중요하다. 설치된 무선 AP의 트래픽을 

부하분산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AP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공유되는 네트워크 자원을 특정 학생이 과도하

게 사용하면 전체적인 무선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와이파이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AP 병목현상과 과도한 네트워크 점유 방지 위한 QoS

한정된 공간 안에 설치된 AP는 많은 학생들의 트래픽

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AP에 다수의 학생이 

연결하게 된다면 AP는 부하가 걸리게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네

트워크 자원을 많은 학생들이 공유해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학생이 네트워크 자원을 점유하면 그 외 학생은 사

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과도한 네트워크 사용과 부

하를 방지하고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

역폭 제한과 AP 부하분산 기능이 필요하다. 

:: 웹·앱 제어와 이러닝 환경 맞춤화

학원 및 스마트 독서실은 이러닝 환경을 구축해 학생

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제공한다. 

불필요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맞춤형 네트워크·보안·관리로 학습 환경 최적화”
자이젤 ‘유무선 네트워크·관제 시스템’ 주목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현

<그림 1> 스마트 학원/독서실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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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며, 학원 또는 학업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맞춤화를 통해 이러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원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보안 구축

다수의 학생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한정된 AP에 연결

해 사용하는 경우, 특정 AP로 다수의 학생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교육 콘

텐츠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AP가 수용 가능한 

데이터를 초과해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접속불가 상

태가 된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AP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며, 학

생들은 품질이 저하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된다. 멀티

미디어 트래픽으로 인해 데이터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

이게 되면 품질 저하는 지

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P 컨트롤러를 

도입해 AP 간의 실시간 클

라이언트 연결 수와 트래

픽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

가 공유돼야 한다. 공유된 

정보를 통해 AP 컨트롤러

는 적절하게 AP 간의 데이

터 분배를 하게 되며, AP

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내

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게 돼 

원활한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부하분산 기능뿐 아니라 스마트 안테나, QoS, 채널 

본딩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해 이러닝 환경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기기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진

화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을 할 수도 있으며,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친구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거

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좋지 않은 정보들

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업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웹 또

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 스마트 학원/독서실 ‘WAC6502D-S’ 설치 전경

모델 사양 수량

통합보안장비 USG310 8×GbE RJ-45포트(configurable), 2×USB 인터페이스, 랙마운팅 킷 1EA

L2 PoE 스위치 GS1920-24HP 28포트 GbE 스마트 웹 매니지드 L2 802.3at PoE 스위치(24xPoE + 4xGbE 콤보(SFP/RJ-45)) 1EA

L2 PoE 스위치 GS1920-8HP 10포트 GbE 스마트 웹 매니지드 L2 802.3at PoE 스위치(8xPoE + 2xGbE 콤보(SFP/RJ-45)) 1EA

무선 AP WAC6502D-S 802.11ac 듀얼 라디오 2x2 스마트 안테나 AP 13EA

무선AP NWA1123-ACv2 802.11ac 듀얼 라디오 2x2 셀링 마운트 PoE AP 7EA

스마트 학원/독서실 적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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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별로 필요한 특정 웹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해 교육 시스템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야 한다. 학원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

우 맞춤화를 통한 최적의 이러닝 환경 구축도 필수다.

학생과 강사의 네트워크 대역을 별도로 분리해 설정

하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강사는 비품 구매 사

이트, 메신저, 포털 등에 접근을 허용해 업무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은 강의 사이트, 인터넷 

사전 등 학습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능동적인 네트워크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이젤 단일 벤더로 네트워크 구성

목동 소재 스마트 학원/독서실에는 자이젤의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과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최

적화된 환경을 구현했다.

동시 접속 지원을 위한 부하분산 기능은 물론 학원 

교육 시스템에 최적화된 웹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지

원을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가 구현됐고, 자이젤 원격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인 ‘얼라이’ 서비스를 비롯해 일

간 및 주간 보안 서비스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시

큐리포터(Secureporter)’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 효율

화와 보안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자이젤 로컬 네트워

크 관리 툴인 ‘ZON(ZYXEL ONE 

Network) 유틸리티’도 함께 도입

됐다.

특히 단일 벤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호환성 이슈 없이 효율적

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최

상단에 위치한 UTM 장비로 트래

픽 처리와 동시에 웹, 애플리케이

션 제어를 할 수 있다. AP 컨트롤

러 기능을 탑재한 UTM 장비에서 

한 번에 AP들을 제어하면 별도의 

AP 컨트롤러 추가 구축 없이 네트워크 구성을 단순화

하고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QoS·부하분산으로 쾌적한 무선 환경 구현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강

의를 듣거나 대용량의 강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재수강

을 한다. 강사들은 강의 동영상을 학원 서버에 업로드

하며,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멘토링 시스

템 등으로 학생들과 상담도 이뤄진다.

특히 인터넷 강의 등 실시간 스트리밍이 많이 사용되

는 환경은 끊김 없는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

하다. 다수의 스마트 기기가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만큼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량 처리가 필요하다.

스트리밍 동영상의 데이터 사용량은 ‘(가로 픽셀 수 

x 세로 픽셀 수 x 초당 프레임 수 x 코덱 압축률) + 오

디오 데이터’를 통해 초당 사용 비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는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는 일반적인 

MPEG-4 코덱 동영상의 FHD(1920x1080)급 비트레이

트다. 평균 비트레이트는 약 2.8Mbps이며, 최대 비트

레이트는 약 6.3Mbps이다. 이를 토대로 FHD급 스트

리밍 영상은 동영상에 따라 인코딩된 코덱을 고려해 사

용자별로 약 7~14Mbps 사이의 데이터가 제공되면 끊김 

<그림 2> 1080p 동영상 비트레이트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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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재생될 수 있다.

학원은 한정된 네트

워크 자원을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나

눠 사용해야 한다. 일

부 학생들이 네트워크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강의를 시청하는데 불

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AP 컨트롤러 기

능이 탑재된 자이젤 

USG는 특정 학생들이 

불필요한 네트워크 사

용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의 무분별한 소모를 줄이며 

다수의 학생들이 끊김없이 인터넷 강의를 시청할 수 있

도록 학생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는 QoS 설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트래픽 발생 현

황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자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학생들을 구분해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다.

목동 소재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고르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균등 분배하는 QoS 설정을 했

고, 특정 AP에 단말들이 집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하분산 기능을 적용해 쾌적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했다.

자이젤은 상황에 따라 트래픽 레벨(Traffic Level), 

스마트 클래스 룸(Smart Class Room), 스테이션 넘버

(Station Number) 로드밸런싱의 3가지 부하분산 기능

을 적용할 수 있다.

트래픽 레벨 로드밸런싱은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발

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부하부산을 지원한다. 트래픽 레

벨은 낮음/중간/높음(Low/Medium/High) 중 환경에 맞

게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낮음은 1~11Mbps, 중간은 

13~23Mbps, 높음은 25~35Mbps 수준으로, 연결된 클

라이언트에서 발생되는 대역폭을 기준으로 부하분산을 

지원해 AP별 트래픽 균형을 유지한다.

만일 설정된 트래픽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 연결

되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지연시키며, 주변 AP를 확인

해 다른 AP로 연결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클래스 룸 로드밸런싱은 일반적인 사무 환경

과 다르게 실시간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시나리오를 

위해 부하분산을 지원한다. AP는 지정된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정된 

클라이언트 수 근처에 도달하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의 

프로브/결합/인증 응답 전송을 중지하게 된다. 이때 AP

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로 AP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먼저 연결돼 

있는 클라이언트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상태를 확인한다. 연결돼 있는 모든 클라이

언트의 RSSI 신호를 확인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클라이

<그림 3> 자이젤 스마트 안테나와 부하분산 적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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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는 즉시 연결을 끊게 된다. 연결이 끊긴 클라이언트

는 ‘Kicked cache’로 등록하게 된다(‘Kicked cache’는 

클라이언트의 강제 접속 해제 정보를 저장). 연결이 끊

긴 클라이언트 수만큼 AP는 가능한 수용 클라이언트의 

자리를 확보한다.

두 번째로 주변 AP 테이블을 동시에 확인한다. 주변 

AP와 새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의 신호 세기와 수용 가

능한 클라이언트 수를 확인한 후 주변 AP로 연결하도

록 하고, 연결돼 있는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끊어지지 않도록 서비스를 유지한다. 

스마트 클래스 룸 로드밸런싱은 연결돼 있는 클라이

언트를 우선적으로 연결하며 수용량 이후 새로 연결되

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은 중지해 실시간 데이터 트래픽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이션 넘버 로드밸런싱은 지정된 클라이언트 수에 

맞춰 부하분산을 지원한다. AP는 지정된 클라이언트 

수만큼 연결이 가능하며 지정된 수에 도달하면 새로 연

결되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지연시키며 AP는 연결돼 

있는 클라이언트의 유휴 시간(Idle Time)과 RSSI 상태

를 확인한다.

모든 클라이언트의 유휴 시간을 확인하며, RSSI 신

호가 가장 약한 클라이언트를 확인한다. 유

휴 시간이 가장 오래되거나 RSSI 신호가 가

장 약한 클라이언트 순서대로 하나씩 연결

을 끊게 된다. 순서대로 클라이언트 연결을 

끊어 AP는 수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수를 확

보한다. 

동시에 주변 AP 테이블을 확인하며, 새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의 신호 세기와 수용 가

능한 클라이언트 수를 같이 확인한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연결 대기시간을 거치며 이 과

정을 통해 와이파이에 연결돼 사용이 가능하

게 된다. 

학원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동영상, 애플리

케이션,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환경은 

부하분산과 자이젤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병행해 사용

하면 학원에 맞는 최적화된 무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학원 교육 시스템 맞춤형 콘텐츠·앱 제어 

인터넷에는 폭력물, 게임, 쇼핑 등 학습에 불필요한 

정보와 방해되는 정보들이 수없이 많아 학생들의 수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생 개인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섬세한 관리가 필요

하다.

자이젤 USG의 콘텐츠 필터 및 애플리케이션 패트롤 

기능은 학원 교육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나 방

해가 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자이젤 콘텐츠 필터는 USG의 로컬 캐시 데이터베이

스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사용해 대기시간이 거의 없는 제로 지연(Zero-delay) 

고성능 웹 탐지 스캐닝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데

이터베이스는 200개국 6억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매

<그림 4> 콘텐츠 필터 다이어그램

자이젤 USG

클라우드 
URL 카테고리 서비스   

HTTP 파서/정책 적용

카테고리화

쿼리

URL 필터링 엔진

데이터베이스

로컬 

카테고리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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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70억건 이상의 광범위한 리소스가 갱신돼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게임, P2P, 

스팸 등 50여 가지 카테고리 그룹이 등록돼 있다.

관리자는 카테고리 그룹을 간단하게 클릭해 해당 카

테고리에 속한 사이트들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카테고리 서비스 사이트 외에도 고객이 특정 URL에 대

한 설정도 가능하다. 커스텀 서비스 메뉴에서 직접 URL

을 입력해 신뢰 또는 차단 사이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애스터리스크(Asterisk) 문자

를 이용해 모든 문자열에 대한 

사이트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ZYXEL에 대한 모든 

웹사이트(www.zyxel.kr)를 

제어한다면 *.*ZYXEL*.*로 지

정하면 된다.

스마트 싱글 패스 스캔 엔진

을 탑재한 자이젤 USG는 안티

바이러스, IDP, 애플리케이션

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처리

시간을 크게 줄였다. 또한 데이

터베이스에는 수천 개의 애플

리케이션들이 소셜, 게임 등 19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돼 관리자가 목적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해 제어

할 수 있다. 관리자는 데이터 허용이나 차단은 물론 애

플리케이션 우선순위 지정과 트래픽 제한을 통해 네트

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역폭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목동 소재 학원은 콘텐츠 필터와 애플리케이션 패트

롤 기능을 이용해 학원 시스템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그림 5> 애플리케이션 패트롤 다이어그램

인증

카테고리화

제어

자이젤 USG

조절차단 우선순위화

<그림 6> 실제 학생망에 적용된 UTM 프로파일

학생망에 적용된 UTM 프로파일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접근 차단 리스트)

콘텐츠 필터링 프로파일
(접근 허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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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했다. 콘텐츠 필터를 이용해 학생망은 전체 사

이트를 차단시킨 후 인터넷 강의 사이트와 백과사전 사

이트, 교육청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 등 필요한 사

이트를 허용해 학습 환경에 맞게 맞춤화했고, 애플리

케이션 패트롤을 이용해 학습 목적과 부적합한 동영상, 

메신저, SNS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와이파이

를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강사와 학생들의 소통을 위한 자체 제작 

멘토링 애플리케이션 등은 콘텐츠 필터, 애플리케이션 

패트롤 맞춤화를 통해 예외로 

등록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학생망과 다르게 

교사망은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 전체 접근을 허용해 

업무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이젤 USG는 모든 차단

된 사이트에 대해 로그를 남

겨 관리자가 차단된 사이트의 주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필요 시 강사가 직접 차단된 사이트의 주소를 장비 

로그를 통해 확인해 콘텐츠 필터 프로파일의 트러스트 

웹 사이트 메뉴에서 차단된 사이트 주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해 간편하게 사이트를 제어할 수 있다. 

자이젤 얼라이 서비스로 관리 효율화

강의실이 여러 층으로 이뤄져 있거나 전국 지점별로 

분산돼 있는 학원에서는 이를 원격으로 중앙에서 통합 

<그림 7> 자이젤 얼라이 서비스 사이트 접속 화면

<그림 8> 자이젤 시큐리포터

자이월 ATP 시리즈
ATP  방화벽

로그

로그

로그

로그

자이월 USG 시리즈
통합 보안 게이트웨이

자이월 ATP 시리즈
ATP  방화벽

지사

파트너 
오피스

지사

지사

자이월 USG 시리즈
통합 보안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기반 리포팅

시큐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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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자이젤 ‘얼라이’ 서비스는 학원 지점과 각 층별로 구축

된 자이젤 장비의 실시간 원격 관제가 가능하다.

설치돼 있는 장비들의 위치와 실시간 상태를 쉽게 파

악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 장비의 상태가 각각 초

록/주황/빨간색으로 표시돼 장애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벤트 또는 장애 발생 시 플랫폼에 

등록된 메일로 실시간 알림 메일이 발송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버에 매일 컨피그 백업도 자동으로 이뤄

지며 장비 장애 발생 시 관제 플랫폼에서 컨피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대체 장비에 컨피그를 복사해 장애 복구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

크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언제 어디서든 장비들의 이상 유

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원격 관제 플랫폼은 학원 

네트워크 운영에도 필수다.

‘시큐리포터’는 자이젤 통합 보안 제품에서 제공하

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보안 서비스 분석 리포트다. 

이상 트래픽 발생 로그 확인이 가능하고, IDP/안티바

이러스/안티스팸 등 보안 트래픽 정보 확인과 자이젤 

USG의 IP/CPU/인터페이스/세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글 맵 기반으로 위치, 장비명, IP주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 커스터마이징, 

관리 계정별 권한 등급 부여, 일간/주간 리포트 PDF 발

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자이젤 ‘ZON(ZYXEL ONE Network)’은 USG, 스

위치, AP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로컬 네트워크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 자이젤은 자체 R&D와 생산공

장을 보유한 제조 능력과 더불어 모든 네트워크 제품 

라인에 대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관리 유틸

리티를 개발했다.

자이젤 전용의 로컬 장비 관리가 가능한 ZON은 같은 

도메인 내에 최대 250개의 장비를 관리할 수 있고, 장비 

IP 변경 및 웹 접속, 장비 리부팅과 공장 초기화, 동일 

모델 동시 펌웨어 업데이트와 장비 정보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ZON 유틸리티는 자이젤 홈페이지에

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 자이젤 ZON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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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장비군 모델 상세 사양 비고

UTM 방화벽

USG310

차세대 어드밴스드 USG(Unified Security Gateway) 
8xGbE RJ-45 포트(configurable), 2xUSB 인터페이스, 랙 마운팅 킷 
5,000Mbps 방화벽 스루풋, 650Mbps VPN, 550Mbps UTM, 동시접속 세션 50만 
모든 라이선스 번들(AV, IDP, 콘텐츠 필터링, 안티스팸) 1년 
AP 컨트롤러 지원, 관리 AP 수(기본 2 / 최대 34) 
CC 인증(SERTIT-100C), AWS 및 애저 공식 인증 
시큐리포터 1년 본들(주간 리포트) 

3개층 학원

USG210

차세대 어드밴스드 USG(Unified Security Gateway) 
4xLAN/DMZ, 2xWAN, 1xOPT, 2xUSB 인터페이스, 랙 마운팅 킷 
1,900Mbps 방화벽 스루풋, 500Mbps VPN, 500Mbps UTM, 동시접속 세션 20만
모든 라이선스 번들(AV, IDP, 콘텐츠 필터링, 안티스팸) 1년 
AP 컨트롤러 지원, 관리 AP 수(기본 2 / 최대 34) 
CC 인증(SERTIT-100C), AWS 및 애저 공식 인증 
시큐리포터 1년 본들(주간 리포트) 

1개층 학원

스위치

백본 스위치 XGS2210-28

10GbE 업링크 지원 28포트 GbE L3 라이트 스위치(24xGbE RJ-45+4x10GbE SFP+) 
정적 라우팅 등 L3 라이트 피처 
물리적 스태킹 2대(96 기가비트 포트) 
자이젤 원 네트워크(ZON 유틸리티, 스마트 커넥트), CLI 지원

PoE 스위치

GS1920-24HP

28포트 기가비트 스마트 웹 매니지드 L2 802.3at PoE 스위치 
하이브리드 스위치(단독형/네뷸라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형) 
포트당 30W, 최대 375W PoE 전원 지원(24xPoE + 4xGbE 콤보(SFP/RJ-45)) 
얼라이 서비스 지원(MSP 서비스) 
자이젤 원 네트워크(ZON 유틸리티, 스마트 커넥트)

24포트 
L2 PoE 스위치

GS1920-8HP

10포트 기가비트 스마트 웹 매니지드 L2 802.3at PoE 스위치 
하이브리드 스위치(단독형/네뷸라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형) 
포트당 30W, 최대 130W PoE 전원 지원(8xPoE + 2xGbE 콤보(SFP/RJ-45)) 
얼라이 서비스 지원(MSP 서비스) 
자이젤 원 네트워크(ZON 유틸리티, 스마트 커넥트) 지원 

8포트
 L2 PoE 스위치

AP

무선 AP

WAC6303D-S

802.11ac 듀얼 라디오 3x3 웨이브2 스마트안테나 AP 
트티플 모드 AP(단독형/네뷸라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형/컨트롤러 기반 관리형) 
최대 1.6Gbps 결합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Tx 전력 28dBm, 최소 수신 감도 -103dBm 
얼라이 서비스 지원(MSP 서비스) 
자이젤 원 네트워크(ZON 유틸리티, 스마트 커넥트), CLI 지원

웨이브2, 
MU-MIMO, 
스마트 안테나

WAC6502D-S

802.11ac 듀얼 라디오 2x2 스마트안테나 AP 
트티플 모드 AP(단독형/네뷸라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형/컨트롤러 기반 관리형)
최대 1.16Gbps 결합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Tx 전력 28dBm, 최소 수신 감도 -100dBm 
얼라이 서비스 지원(MSP 서비스) 
자이젤 원 네트워크(ZON 유틸리티, 스마트 커넥트), CLI 지원

스마트 안테나

AP 컨트롤러 NXC2500 

올인원 WLAN 컨트롤러(관리 AP 수 기본 8/최대 64) 
1GbE 쓰루풋, SPI 방화벽(6xGbE 포트 + 2xUSB 포트) 
자동 치유, 자이메시(ZyMESH), 부하분산, 캡티브 포털 
자이젤 원 네트워크(ZON 유틸리티), CLI 지원

최대 64대

실시간 
NMS

원격 관제 

플랫폼 
얼라이 서비스

원격 관제 플랫폼 적용, 원격 기술, 원격 설정 지원, 실시간 장비 헬스 체크 
장애 발생 시 실시간 공지 및 리포트 발송 
스케줄링(펌웨어 업그레이드, 컨피그 백업) 
원격 접속 및 기술 지원, 원격 설정 지원(환경 맞춤형 튜닝 설정 적용) 

보안 관제 

리포트

시큐리포트

(주간 보고서)

보안 관제 리포트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분석 및 매주 리포트(PDF 형식) 이메일 발송 
디바이스/CPU/ 트래픽 등 상세 정보 제공 
대시보드/분석/얼럿/리포트/설정 등 다양한 툴 제공 
일일 USG 트래픽 로그 저장 

로컬 
NMS

자이젤 원 
네트워크

ZON 유틸리티
로컬 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 
디바이스 발견/IP주소 설정/디바이스 공장 초기화(최대 250대)

자이젤 원 네트워크 솔루션(학원 추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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