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호텔에서 모바일 단말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음악/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고사양의 무선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실, 로비에서만 가능했던 WiFi 서비스가 호텔 전체로 확대되면서, 각 장소에 맞는 다양한 무선랜 AP와 
이에 대한 체계적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업형 무선랜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삼성 스마트 무선랜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최적의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는 
연회장과 로비에는 기가급 속도를 내는 Wave2 AP를 설치하여 다수 단말 접속 시에도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객실의 경우 유선, 무선이 동시에 제공되는 객실용 AP를 벽면에 설치하여 유선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mart  삼성 무선랜

Vertical Guide

호텔

HOSPITALITY



객실용 맞춤 무선랜 서비스

삼성의 무선랜은 객실에서 간단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반 AP의 경우 객실 2개 당 한 개의 AP를 천장에 

매립 설치하여 구축 비용을 줄이고, 또한 인테리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객실용 AP의 경우 객실 당 1개의 AP를 설치하여 

폐쇄적인 환경에서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삼성 무선랜은 Survival 모드를 제공하여 APC와 AP

간 연결에 문제가 생겨도 AP가 문제없이 동작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NMS를 이용하여 

장애 상황을 빠르게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VoC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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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아트리움평창

아트리움평창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

키 경기가 열릴 휘닉스파크 내 새롭게 건설된 

호텔로 객실 내부 Wi-Fi 서비스를 위해 삼성

의 Wall plate AP를 구축하였습니다. 4개의 

Gigabit 포트가 있어 동시에 유/무선 네트워

크 서비스가 가능하고, USB 포트를 통해 빠른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급의 AP로 속도 저하 없고, 방문

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입니다. 

KAL호텔

제주 KAL 호텔과 서귀포 KAL 호텔은 특1급 

관광 호텔로 각 25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비 및 식당 등 일부 장소에

서만 가능했던 무선랜 서비스를 객실, 연회장 

등 호텔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삼성 무선랜을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장애 없이 사용 중에 있

습니다.  

신라스테이

최고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라스테이

는 삼성의 무선랜을 도입하였습니다. 연회장 

등 다수가 동시에 무선 단말을 사용하는 장소

에는 기가급 무선랜을 설치하여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객실에는 천장 매립형으로 구축하여 객실 인테

리어를 방해하지 않고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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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접속 시에도 완벽한 서비스 

연회장이나 로비에서는 백 여대의 무선 단말이 동시에 무선랜에 

접속하기도 합니다. 삼성 무선랜은 AP 1대당 40대의 단말에 

균등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있고, 4 Multi user-

MIMO를 지원하는 802.11ac wave2 AP로 4명의 사용자에게 

동시 Data 전송이 가능하여 다수 접속 시 기존 AP 대비 

30% 이상 전송 속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객실 인테리어와 완벽한 조화

호텔에 설치되는 AP는 객실에 설치되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삼성의 객실용 AP는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LED 불빛을 제품 바닥에 두었고, 

반투명하게 처리하여 간접 조명의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으로 모던한 호텔 객실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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