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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서울신학대학은 캠퍼스 내 어느 장소에서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삼성

의 무선랜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실내/외용 기가급의 AP와 중앙에서 AP를 관리해주는 AP Controller 그리

고 무선 장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WEM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몇몇 건물에서만 사용되던 교육용 

무선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었고, 이동성, 보안성이 보장된 삼성의 무선랜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만족도

가 올라가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과제와 팀프로젝트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광경은 강의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공원과 운동장 등의 야외공간에

서도 볼 수 있는데, IT 단말 기기에 민감한 대학생들의 경우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지 무선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

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동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수준의 Wi-Fi를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

었는데, 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고 통신사 유료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로 제한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

을 극복하면서 보안이 완벽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Wi-Fi 구축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대학

에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삼성의 기가급 무선랜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무선랜 서비스

를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교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이 들어간 보안 AP를 설치하였고, 야외

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Outdoor AP를 설치하여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지 무선랜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스마

트 캠퍼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도입배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1911년 

동양선교회 대한성결교회에서 서울 무교동에 성서신

학원으로 설립하였다. 1974년 현 위치로 이동하였고, 

2015년 기준 대학원 5개 학과, 대학 11개 학과로 구성되

어 있다. 캠퍼스 내에는 강의실과 기숙사를 포함하여 총 

14개 건물이 있고, 학생수는 3,700여명이다. 

1000명 이상 WLAN대학



Benefit

서울신학대학 내 캠퍼스 곳곳에 삼성의 무선랜 솔루션을 설치하면서 가장 중

점을 둔 것은 캠퍼스 내 어디를 이동하든지 끊김이 없는 무선랜 서비스를 학

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캠퍼스 내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

도 있고, 수강신청 기간처럼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듯이 무선 디

바이스 사용 환경이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가급의 무선랜을 

교내 곳곳에 설치하였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삼성만의 셀설계를 통

해 동시에 여러 종류의 무선 단말이 접속하더라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특히 ‘AirEqualizer’ 기술을 통해 태블릿, 휴대폰, 노트 PC 등 사양이 다른 

무선 단말이 접속할 때에도 각 단말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삼성 AP의 ‘멀티안테나’ 기술로 강의실 내 음영지역을 없애 

수업 중에 어느 자리에 앉아도 성능이 좋은 무선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대학 내 교직원과 교수들이 이용하는 업무공간의 경우에는 학사정보, 개인정

보 등 외부로 유출을 막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이러한 장소에는 보안 모듈

이 탑재된 보안 AP를 구축하여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불법 무선 디바이스를 

탐지하는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추후 라이선스만 추가로 구매하면 

차단까지 가능한 완벽한 무선랜 보안이 가능해 지는데 이는 AP와 WIPS를 따

로 구축할 경우 대비 2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물 외부 공간에는 삼성의 Outdoor AP를 설치하였는데 삼성의 Outdoor 

AP는 IP66, IP67 방진/방우 규격인증을 획득하여 외부 자극으로 부터의 완벽

한 보호가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

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할 때 Wi-Fi 서비스가 지속되어 이동통신망으로 

넘어가지 않아 학생들의 휴대폰 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AP, APC, PoE 스위치는 스케쥴링 기술을 통해 Wi-Fi 서비

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절전모드로 변경하여 전력사용량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통해 삼성 AP는 녹색 기술 인증서를 획득하

였다.  최소 20%에서 최대 90%까지 전력 소모량을 줄여 비용을 감소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학 캠퍼스에 경우 꼭 

필요한 서비스임이 분명하다. 

캠퍼스 내 어느 곳에서든지 완벽한 무선랜 서비스 제공 가능

구축 내용

한국 신학대학은 강의실, 연구실, 기숙사 등 총 14개 건물과 운동장을 비롯

한 야외공간에 삼성의 무선랜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실내용 AP와 실외용

인 Outdoor AP 그리고 AP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AP Controller와 

WEM을 설치하였다. 

삼성 AP의 라인업 중에는 보안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보안 AP가 있는데, 학

사정보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정실과 교수실 등 보안이 중요시 되고 업

무용으로 무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곳에는 보안 AP를 설치하였다. 현재 구

축된 보안 AP로는 불법으로 접속하는 무선 단말을 탐지할 수 있고, 올해 말

에 보안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차단까지 가능하여 완벽한 보안 무선랜 솔루

션 구축이 가능하다. 

그 외의 장소인 강의실, 도서관 등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802.11ac인 기가급의 AP를 설치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무선 디바이스

를 접속하여도 성능저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야외에는 Outdoor AP

를 설치하여 건물을 나와 캠퍼스 내를 이동할 때에도 Wi-Fi 서비스를 계속해

서 이용할 수 있다. Outdoor AP 구축 시에는 안테나의 지향성을 높여줄 수 있

는 패치안테나를 함께 설치하여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로로 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WLAN 

•Indoor AP : WEA403i, WEA413i 

•Outdoor AP : WEA453e

•AP Controller : WEC8500

•PoE 스위치 : iES-4028X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