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kahau AI Pro

중대한비즈니스 Wi-Fi 설계를위해가
장신뢰할수있는솔루션 주요기능

► 6 GHz (Wi-Fi 6E) 지원

► AI Auto-Planner

► 4000개이상의 AP와안테나지원

► 직관적인인터페이스

► 자동채널구성

► 네트워크시뮬레이터

► 자동벽체보정

► CAD 가져오기

► 향상된반사와회절

► 26단계의히트맵시각화

► 템플릿기반 Report

► Cisco Integrations

► Ekahau Sidekick에최적화
AI Pro는 Wi-Fi 연결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Wi-Fi 네트워
크에 이상적인 무선 접속 지점 배치를 식별합니다. Ekahau AI Auto
Planner는 특정 벽 재료에 대해 수만 번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AP 배치
에 대한 최적의 위치 를 찾기 위해 계획합니다. 단 몇초 만에 채널 간섭을
최소 화하면서 설계 요구 사항을 쉽게 초과하는 다중 포어 Wi-Fi 네트워
크설계를생성합니다.

Ekahau AI Pro는 중대한 비즈니스 Wi-Fi 설계 및 배치 프로젝트를 주도하
는 IT 전문가들이 선택한 Wi-Fi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완벽한 AP 배치
를 위한 강력한 AI 지원 예측 무선 네트워크 설계를 만들고, 실제 환경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시뮬레이션하고, 수집된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검사하고, 네트워크의 성능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사용자 지정 Report
를생성합니다.

수천 개의 무선 AP와 안테나 데이터베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Ekahau AI
Pro 는 Wi-Fi 6(802.11ax), Wi-Fi 6E(802.11ax), 802.11a/b/g/n/ac을 포함
한모든 Wi-Fi 표준을지원하는무선네트워크를설계도구입니다.

Ekahau 6GHz 네트워크 설계의 탁월한 속도와 신뢰성으로 차세대 비즈니
스애플리케이션을지원하십시오.

가장안정적이고우수한무선네트워크를위한

강력한 Wi-Fi 계획과 AI 설계(6GHz 포함)

강력한 AI 툴과전문가수준의맞춤옵션을통해빠르고

안정적인네트워크구축

이제 6GHz로무선환경을설계하십시오.

정확한네트워크요구사항 및환경에 맞게 조정된 교체 및재설계 시뮬레
이션을 통해 6GHz에 대한 옵션을 평가하십시오. 자동 채널 설정 및 네트
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현재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권장 개선 사항
을 보여주거나 완전히 새로운 AI Auto Planner로 재설계를 시작하고 네트
워크환경에서최적의 AP 배치및구성을확인하십시오.



Ekahau AIPro

AI Auto-Planner

Network Simulator

Channel Planner

수천번의반복최적화작업이수동으로 AP를배치하고구성하는지
루한 작업을 자동화하므로 AI가 최적화한 네트워크 설계를 몇 초 만
에생성할수있습니다. AI가 생성한설계를그대로사용하거나특정
설치 요구에 맞게 계속 조정하십시오. 초보자부터 베테랑 Wi-Fi 설
계전문가까지누구에게나적합합니다.

AP의 실제 신호 패턴을 활용하여 Wi-Fi의 세 가지 대역(2.4GHz,
5GHz 및 6GHz) 모두에서 채널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동 채널 최적
화알고리즘을 통해 현재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한 채널 구성을 결정
합니다.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채널 구성 변경 사항을 테스트하거나복사 및
교체 작업을 실행하여 다양한 AP 모델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Network Simulator는 6GHz가 네트워크에 미
치는 영향을 시각화하고 Wi-Fi 6E 투자가 즉시 성공하도록 설정하
는데가장적합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설계, 검사, 측량 및 실시간
모드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구와 패널은 현
재 작업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표시하며, 다크 모드를 사용해
향상된대비가적용된인터페이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자동 벽체 보정을 통해 설계 정확도를 높이고 숨겨진 벽체 감
쇠 이상을 제거합니다. Ekahau Sidekick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설계에서벽체불일치를강조해표시하고클릭한번
으로보다정확하고우수한권장설계로변경할수있습니다.

최대 정확도 설정을 활성화하여 벽체 재료의 신호 감쇠와 해
당벽체의반사및회절특성도고려합니다.

직관적인인터페이스와다크모드지원

자동벽감쇠보정

향상된반사및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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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혹은수동방식조사

► 처리량(Throughput)(iPerf) 분석

► 스펙트럼분석*

► 멀티어댑터지원

► 이미지혹은메모노트추가

현장측정

► Wi-Fi 6 (802.11ax), Wi-Fi 6E (80

2.11ax, 6GHz), 802.11a/b/g/n/ac

지원

► 2.4 GHz, 5 GHz and 6 GHz 대역의
시각화된시뮬레이션

► Cisco, Aruba 같은여러벤더들의 4

000개 이상의 Wi-Fi AP 와 안테나
지원

► Cisco Integration: Cisco DNAc 및 P

rime 가져오기/내보내기, BLE 계획,
Cisco AP 이름 탐지, Multi-SSID 탐
지, Multi-Radio 탐지

최신 Wi-Fi 표준 및 모든 Wi-
Fi 공급업체에 대한 예측 설계
지원

► AI 기반액세스포인트배치및네트
워크

► CAD 평면도상의모든벽체자동감
지

► 맞춤형또는사전정의된모범사례
입력을통한적용범위및용량요구
사항

► 동일한층내에여러요구사항영역
설정

► 22개의미리정의된벽유형또는사
용자정의벽유형추

분석 / Report

► Clear visualizations:

+ 신호강도, SNR

+ 2차& 3차커버리지

+ 노이즈/간섭

+ 채널간섭

+ 데이터속도, 중복

+ 로밍, RTT, 패킷손실

+ 네트워크상태분석

+ 용량분석

+ Spectrum 스펙트럼채널
전력/이용률channel pow

er /  utilization

► 시각적핑으로액세스포인트찾기

► Wi-Fi가아닌간섭장치찾기

► 클릭한번으로전체 Wi-Fi 프로젝트
에대한해석하기쉬운보고서를생성
하거나완전히사용자정의된템플릿
기반보고서를생성합니다.

► Inspect collected and simulated dat

a  with 26 heatmap visualization

► 실시간주파수모니터링

► All-in-one 문제해결:

+ Passive Wi-Fi측정

+ Active Wi-Fi테스트

+ 스펙트럼분석*

► AP와 채널 구성을 표시하여 간
섭 문제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 Wi-Fi버리지문제, 채널간섭문제, 
Wi-Fi 장비고장, 잘못된무선망구성, 
로밍문제등여러가지무선문제를
파악할수있습니다. 

► 용량문제해결

► VoIP, 비디오, RTLS: Wi-Fi로 인해
일어나는애플리케이션문제

시스템요구사항

► Supported Operating System

s:

+ Windows 11 (64bit)

+ Windows 10 (64bit)

+ Windows 8 (64bit)

+ Windows 7 (64bit)

+ Mac OS 10.11 -12

(El Capitan– Monterey)

+ Processor: 1.5+GHz, multi-cor

e  recommended

+ Memory: 4+ GB RAM, 8GBRAM

recommended, 16GB+ RAM

recommended for very large

projects

+ Hard disk space: 1GB required

► Supported Files:

+ CAD:DWG/DXF

+ PDF

+ Vector:SVG

+ Bitmap:BMP/GIF/JPEG/PNG

► * Some features require Sidekic

k spectrum analyzer

► 빠르고정확한현장조사및스펙
트럼동시분석제공

► 네트워크상태를조사하고분석하기
위해사용하기쉬운모바일앱

► Wi-Fi 문제를일으키는정확한소스
를식별하고찾는데사용되는자동
간섭감지

► 브라우저 기반 히트맵 보기 및 게
스트공유를통한 Wi-Fi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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