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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크

중앙 관리

원격 O&M

탄력적인 용량 증설

부가가치
SaaS 계층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 API

관리 및
제어 계층

디바이스 
계층

캠퍼스 1 캠퍼스 2 캠퍼스 n. . .

신규 서비스의
빠른 프로비저닝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좀 더 간단한 관리 및
쉬운 O&M이 
필요합니다.

빅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디지털 생산과 운영이
새로운 표준이 됨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서비스
클라우드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협업을 개선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체 라이프사이클

기존 네트워크

아키텍처

O&M

규모

분산 관리

로컬 O&M

고정 

관리 및
제어 계층

디바이스 
계층

캠퍼스 2

캠퍼스 1

캠퍼스 n

관리 및 제어 계층

디바이스 계층

관리 및 제어 계층

디바이스 계층

네트워크 개발 트렌드

엔터프라이즈 디지털화를 위한 요구사항

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크 전환

계획        배치        승인        O&M

계획        배치        승인        O&M

ESL(Electronic
Shelf Label)

자산 관리
고객 흐름 

분석



iMaster NCE-Campus

iMaster NCE-CampusInsight

계획 → 배치 → 최적화 → O&M

산업별
Software
Application
계층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계층

네트워크
계층 리테일 교육호텔

ESL
(Electronic 
Shelf Label)

e-Schoolbag
고객 흐름
분석

자산 관리

화웨이 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크 솔루션에는 네트워크 계층,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계층,

Software Application 계층 등 세 계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클라우드 모드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장치(예를 들면, WLAN 장치,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는 소매, 호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iMaster NCE-Campus(관리 및 제어 시스템)와 iMaster NCE-CampusInsight (인텔리전트 분석 시스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웹 UI)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계획 및 배치에서부터 네트워크 최적화 및 O&M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나 모바일 장치의 CloudCampus 앱에 로그인하면 쉽게 

네트워크를 배치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수정하며, 네트워크 장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산 관리에서 중앙 관리로, 

로컬 O&M에서 원격 O&M으로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인증 및 권한 부여, 네트워크 자동화, 네트워크 O&M, 부가가치 데이터 등의 네 범주에서 표준을 준수하는 

오픈 API를 제공합니다. 이 API를 통해 화웨이와 화웨이 파트너는 부가가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테일, 호텔, 교육, 보건과 같은 다양한 업계에서 ESL(electronic shelf label), e-Schoolbag, 고객 흐름 분석, 자산 관리 등 

180개가 넘는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업계 플레이어가 부가가치 SaaS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계층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계층

화웨이 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크 솔루션

솔루션 아키텍처



단순화 : 사용자 경험 중심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클라우드 관리를 통해 OPEX 80% 절감

셀프서비스 주문 
설치 및 시나리오 

맞춤형 패키지

툴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계획

모바일 앱을 통한
배치 및 시나리오별 
구성 자동 딜리버리

모바일 앱을 통해 
한 번의 클릭
으로 승인

지능형 O&M
및 자동 고장 진단

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크

구매 계획 배치 승인 O&M
80%

기존
네트워크

수동 주문 설치
및 고객 맞춤형

옵션

항목별 수동
 네트워크 계획

IT 전문가에 의한
온사이트 배치 및
수동 장치 구성

수동 장치
상태 확인

수동
문제해결

스마트 : AI 기반 지능형 O&M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85%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엔드-투-엔드 경험 시각화

네트워크 헬스 체크

장치 상태 조회

엔드-투-엔드
사용자 경험 파악

• 사용자: 완전한 사용자 여정
    플레이백

• 네트워크: 7차원 사이트
    품질 평가

• 애플리케이션: 오디오 및
    비디오 경험 인식

• 정확한 수정 제안

• 자동 예측 최적화

포괄적인 유선
네트워크 장애 진단 

• 사용자: 프로토콜 추적 및 KPI 상관관계 분석

• 네트워크: 100개 이상의 장애 추정 규칙, 유무선 장애 진단

• 애플리케이션, 저품질의 QoE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실시간
경험
가시성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최적화

수 분내 장애
위치 파악

지능형 무선 교정

AI 기반 인텔리전트
최적화

수동 온사이트
문제해결

수 시간 내 온사이트
장애 위치 파악

1분 내 원격 장애 진단

①

②

③

솔루션 장점



매우 빠른 속도: 기가비트 이상의 속도 및 시간/장소 불문 100Mbps 커버리지 가능

언제 어디서나 100Mbps 커버리지 지원

지속적인

100Mbps

네트워킹

유연한 네트워크 대역폭 확장 사용자별 기가비트 이상의 무선 속도

GE 2.5G 5G 10G

1.6Gbps

863Mbps

포트 속도의 유연한 개선을 위한

업계 유일의 RTU 라이센싱 옵션

16T16R 스마트

안테나
Wi-Fi 5 Wi-Fi 6

업계 유일의 OFDMA

및 MU-MIMO 공동 스케줄링

솔루션 구성품

Agile Controller-Campus

서비스 의도 자동 이해 및 네트워크 구성 
자동 딜리버리 등 지능형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개방형 디지털 아키텍처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 시스템

CampusInsight

빅 데이터 분석 기술과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지능형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지능형 네트워크 O&M을
구현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사용자 경험
인식 및 사전 장애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CloudCampus APP

네트워크 계획 및 배치에서부터 승인 및 
O&M에 이르기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 
30개가 넘는 실용적인 툴을 통해 시나리오 
맞춤 패키지 구성, 빠른 배치, Wi-Fi 헬스 체크, 
원격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AirEngine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

CloudEngine 시리즈
스위치

화웨이는 전례 없는 Layer 2 
및 Layer 3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200개 이상의 
고성능 스위치 모델을 
제공합니다.

10개가 넘는 화웨이 캠퍼스 
이그레스 라우터 컬렉션은 
라우팅, 스위칭, Wi-Fi, 5G, 
보안 기능을 통합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NetEngine 시리즈
라우터

HiSecEngine 시리즈
방화벽

10개가 넘는 화웨이 캠퍼스 
이그레스 라우터 컬렉션은 
라우팅, 스위칭, Wi-Fi, 5G, 
보안 기능을 통합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화웨이는 실내 장착 AP, 
실내 월 플레이트 AP, 
민첩한 분산 AP, 실외 AP를 
포함하여 50개가 넘는 
무선 AP 모델의 풀 라인업을 
제공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충족시킵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CloudCampus 앱을 다운로드하면
무료 등록이 가능하고 시험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Android iOS



Huawei Enterprise Network CloudEngine 
S Series Campus Switch Portfolio

CloudEngine S5732-H Brand-New
Enhanced GE Switch

CloudEngine S12700E Ideal Core Switch with Industry-Leading Performance

CloudEngine S6730-H Full-Featured 10GE Routing Switch

S6730-H24X6C
• 24 × 10 Gig SFP+, 6 ×
  100GE/40GE QSFP28 *
• Support 600W AC or
  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6730-H28Y4C
• 28 x 25 Gig SFP28, 4 x
  100GE/40GE QSFP28
• Support 300W AC or
  26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 40GE uplink ports can be easily upgraded to support 100GE through licenses.

CloudEngine S6730-S
Brand-New Standard 10 GE Switch 

S6730-H24X4Y4C
• 24 x 10 Gig SFP+, 4 x 25
  Gig SFP28, 4 x
  100GE/40GE QSFP28
• Support 300W AC or
  26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6730-H48X6C
• 24 × 10 Gig SFP+, 6 ×
  100GE/40GE QSFP28 *
• Support 600W AC or
  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12700E-4
• 4 service slots, 4.8Tbps/slot
• Separate control/forwarding
  planes, 2 independent switch
  fabric units
• Up to 192*10GE/160* 25GE/
  96*40GE/96*100 GE ports on 
  the entire equipment

S12700E-8
• 8 service slots, 4.8Tbps/slot
• Separate control/forwarding
  planes, 4 independent switch
  fabric units
• Up to 384*10GE/320* 25GE/
  192*40GE/192* 100GE ports 
  on the entire equipment

S12700E-12
• 12 service slots, 4.8Tbps/slot
• Separate control/forwarding
  planes, 4 independent switch
  fabric units
• Up to 576*10GE/480* 25GE/
  288*40GE/288* 100GE ports 
  on the entire equipment

• Innovate cell switching to implement non-blocking forwarding of services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Industry's first wired and wireless convergence, supporting up to 10,240 APs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 Native AC, supporting 1K AP management
• Network fault locating in minutes through Telemetry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S6730-S24X6Q
• 24 × 10 Gig SFP+, 6 × 40 Gig QSFP+
• Support 600W AC or 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5732-H24S6Q
• 20 x Gig SFP, 4 x 10 Gig SFP+,
  6×40GE QSFP+
• Support 600W AC or 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5732-H48S6Q
• 44 x Gig SFP, 4 x 10 Gig SFP+,
  6×40GE QSFP+
• Support 600W AC or 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Network fault locating in minutes through Telemetry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 Built-in security probe, Industry-unique threat deception technology 
  delivers proactive security defense

• Native AC, supporting 1K AP management
• Network fault locating in minutes through Telemetry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CloudEngine S5731-H Brand-New Intelligent GE Switch

S5731-H48P4XC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One extended slot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PoE+

S5731-H24T4XC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One extended slot
• Support 150W/60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5731-H24P4XC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One extended slot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PoE+

S5731-H48T4XC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One extended slot
• Support 150W/60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CloudEngine S5731-S Brand-New Standard GE Access Switch

S5731-S48P4X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PoE+

S5731-S24T4X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50W/60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S5731-S24P4X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PoE+

S5731-S48T4X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50W/60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S5732-H24UM2CC
• 24 × 100M/1G/2.5G/5G/10G
  Base-T, 4 x 25GE SFP28 + 2 x
  40GE QSFP+ or 2 x 100GE QSFP28
• One extended slot, support
  8*25GE SFP28 or 8*10GE
  SFP+ subcard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5732-H48UM2CC
• 48 × 100M/1G/2.5G/5G/10G
  Base-T, 4 x 25GE SFP28 + 2 x
  40GE QSFP+ or 2 x 100GE QSFP28
• One extended slot, support
  8*25GE SFP28 or 8*10GE
  SFP+ subcard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CloudEngine S5732-H Brand-New Multi-GE Access Switch

Note: support 2*40GE QSFP +,2*25GE SFP28 or 8*10GE SFP+,8*10GE Base-T subcard 

S5732-H48XUM2CC
• 24 x 10 Gig SFP+, 24 × 100M/1G/
  2.5G/5G/10G Base-T, 4 x 25GE
  SFP28 + 2 x 40GE QSFP+ or 2 x
  100GE QSFP28
• One extended slot，support 8*25GE
  SFP28 or 8*10GE SFP+ subcard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Support 300m PoE++ with hybrid cables

• Native AC, supporting 1K AP management
• Full-port 10GE access, 60 W power supply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 Native AC, supporting 1K AP management
• 512MB buffer, meeting high burst service bearing requirements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 Network fault locating in minutes through Telemetry
• Support Super Virtual Fabric (SVF), managing one network as one device
• Automatic deployment of VXLAN-based virtual networks, achieving "one network for multiple purposes"
• Built-in security probe, Industry-unique threat deception technology delivers proactive security defense



S5735-S24T4X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6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5735-S48S4X
• 48 x Gig SFP, 4 10 Gig SFP+
• Support 150W AC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S5735-S24P4X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PoE+

S5735-S48T4X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6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S5735-S48P4X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PoE+

S5735-S32ST4X
• 24 x Gig SFP, 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10 Gig SFP+
• Support 60W AC or
  180W/1000W DC power
  supply, 1 + 1 power 

CloudEngine S5735-S-IA Brand-New Video Backhaul Switch

S5735-S4T2X-IA150G1
• 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2 x 10 Gig SFP+
• Support 12V DC, 24V AC or
  220V AC power supply
  (output)

S5735-S8P2X-IA200G1
• 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2 x 10 Gig SFP+
• Support 12V DC, 24V AC or
  220V AC power supply (output)
• PoE+

CloudEngine S5735-S Brand-New Standard GE Access Switch

CloudEngine S5735-S-I Extended-Temperature Switch

S5735-S24T4X-I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60W AC power supply, 
  1 + 1 power redundancy

• Super Virtual Fabric(SVF), plug-and-play
• Network fault locating in minutes through Telemetry
• Power supply/fan redundancy, ensuring stable service running
• Provides full-optical, full-electrical, and optical-electrical hybrid models to meet requirements in different scenarios

• Simplified Deployment: Quickly deploys video surveillance sites by integrating multiple modules
• Intelligent O&M: Video quality diagnosis based on eMDI and one-click fault locating Industrial-Grade
• Reliability: IP55, 6KV surge protection, and an operating temperature range of -40°C to +75°C

• Simplified Deployment: Works as an SVF client, which is plug-and-play
• Intelligent O&M: Video quality diagnosis based on eMDI and one-click fault locating
• Industrial-Grade Reliability: IP55, 7KV surge protection, and an operating temperature range of -40°C to +70°C 



CloudEngine S5735-L Brand-New Simplified GE Access Switch

S5735-L24T4X-A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AC power supply

S5735-L24P4X-A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AC power supply
• PoE+

S5735-L48T4S-A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Gig SFP
• AC power supply

S5735-L48T4X-A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AC power supply

S5735-L48P4X-A
• 48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Support 1000W AC power
  supply
• PoE+

S5735-L32ST4X-A
• 24 x Gig SFP, 8 x 10/100/
  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 Gig SFP+
• AC power supply

S5735-L24P4S-A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Gig SFP
• AC power supply
• PoE+

S5735-L12P4S-A
• 12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Gig SFP
• AC power supply
• PoE+

S5735-L12T4S-A
• 12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Gig SFP
• AC power supply

S5735-L24T4S-A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Gig SFP
• AC power supply

S5735-L24T4X-D
• 24 x 10/100/1000Base-T
  Ethernet ports, 4 x 10Gig
  SFP+ ports
• DC power supply

S5735-L32ST4X-D
• 24 x Gig SFP ports, 8 x
  10/100/1000Base-T ports,
  4 x 10 Gig SFP+ ports
• DC power supply

• Super Virtual Fabric(SVF), plug-and-play
• Network fault locating in minutes through Telemetry
• Intelligent port sleep and fan speed adjustment, energy-saving
• Fast/Perpetual PoE, providing high-reliability power supply and access for PDs

This document describes a portfolio of all-new CloudEngine S series switches(2020.10). For details about the S
series switches that are still being sold, see Huawei Enterprise Network S Series Campus Switch Portfolio.



화웨이의 차세대 AirEngine Wi-Fi 6 시리즈 제품

Wi-Fi 업계 혁신을 일으킨 화웨이 5G 기반 기술로 이룩한 성과

       Wi-Fi 6, 엔터프라이즈 혁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혁신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추세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대역폭의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신뢰성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 분석 업체는 60%의 기업이 2023년까지 

네트워크를 디지털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다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두 업체로서 기업에 

동급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는 물론, 좀 더 안정적인 커버리지, 로밍, 경험뿐 아니라 

혁신적인 AirEngine Wi-Fi 6 제품 풀 라인업을 출시하여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100 Mbps@everywhere’ 연속 네트워킹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화웨이 AirEngine Wi-Fi 6을 통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는 AR/VR, 4K/8K 영상, IoT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원, 파트너,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완벽한 무선 캠퍼스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Wi-Fi 6이란 무엇인가?

2018년 10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Wi-Fi Alliance)는 차세대 WLAN 

기술 802.11ax Wi-Fi 6과 이전 두 세대(802.11n, 802.11ac) Wi-Fi 4 및 

Wi-Fi 5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Wi-Fi 6에는 4G와 5G로 구동되는 

OFDMA 및 MU-MIMO(업 링크, 다운 링크) 등의 첨단 기술이 도입

되었습니다.  또한, Wi-Fi 5와 비교해 짧은 지연 시간과 에너지 소비 

절감으로 4배 더 높은 대역폭과 개선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화웨이는 Wi-Fi 6 산업과 표준에 상당한 공헌을 한 기업으로, 여타 

무선 장치 공급업체보다 많은 240개 이상의 Wi-Fi 6 제안서

(전체의 15%)를 제출했습니다.

       글로벌 최고 속도 : 10Gbps 이상

         화웨이 AirEngine AP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16개의 공간 스트림

         과 최대  10.75Gbps의 처리율(throughput rate)을 지원하며, 

         AR/VR 및 4K 영상과 같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위해 광케이블 수준의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커버리지: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커버리지

         화웨이 AirEngine AP에는 16개의 스마트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G 빔 포밍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안테나와 비교해 20% 개선된 커버리지 거리와 더욱 강력한 

         신호를 지원합니다.  최종 결과는 사각지대가 없는 완전한 

         커버리지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경험 보장

         화웨이 AirEngine AP는 동종 최초로 다이내믹 터보(Dynamic 

         Turbo) 기술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동적으로 감지

         하고 HQoS를 구현하여 핵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10ms의 매우 

         짧은 지연을 보이고 AR/VR 및 음성과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로밍: 무손실 로밍

         화웨이는 SmartRadio 무손실 로밍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로밍 

         프로세스를 사전에 최적화하고 화웨이 EMUI 또는 MagicUI를 

         구동하는 모바일 단말기가 밀리초 수준의 무손실 로밍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동 중 화상 회의 및 영상 

         음성 통화와 같은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지속적인 ‘100 Mbps@everywhere’ 네트워킹

         화웨이의 5G 및 AI 기술로 구동되는 AirEngine Wi-Fi 6은 동종 

         최초로 규모에 맞는 지속적인 ‘100 Mbps@everywhere’ 네트워킹

         을 생성합니다.  고밀도 엑세스 시나리오에서, 업계 고유의 

         OFDMA 및 MU-MIMO 공동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업계의 

         Wi-Fi 6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각 단말기는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100Mbps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화웨이 AirEngine Wi-Fi 6의 고유 특징



              화웨이 AirEngine Wi-Fi 6 시리즈 제품

화웨이 AirEngine Wi-Fi 6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부문(예를 들면, 기업, 교육 기관, 금융 기관, 보건 기관, 정부, 제조 업체, 상업 시설, 경기장)에서 

완벽한 디지털 무선 IoT 통합 오피스 및 생산 작업 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rEngine 6760 시리즈 실내용 Access Point

고밀도를 필요로 하는 중견 기업 및 대기업에 이상적인 Wi-Fi 6 Access Point

       표준 구성의 10개 공간 스트림(4+6)을 RTU(Right to Use) 모드에서 12개 공간 스트림(4+8)으로 쉽게 확장 가능

       SDR: 높은 대역폭과 고밀도를 수용하기 위해 3개 무선 모드(4+4+4)로 유연하게 전환

       2개의 내장 IoT 슬롯 및 USB 포트 IoT 확장으로 엔터프라이즈 IoT 애플리케이션 가능

AirEngine 5760 시리즈 실내용 Access Point

중소기업 사무실, 비즈니스, 소매 시나리오에 맞게 설계된 Wi-Fi 6 Access Point

       표준 구성의 6개 공간 스트림(2+4)을 RTU 모드에서 8개 공간 스트림(4+4)으로 쉽게 확장 가능

       SDR: 높은 대역폭과 고밀도를 수용하기 위해 3개 무선 모드(2+2+4)로 유연하게 전환

       5개 무선 통신 동시 운용: 이중 무선 Wi-Fi 6 (2.4GHz+5GHz), 스캐닝용 독립형 무선 통신, Bluetooth 5.0, IoT 무선 통신, 
       RFID 및 ZigBee와 같은 여러 IoT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사무실과 IoT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AirEngine 8760R 시리즈 실외용 Access Point

대기업, 경기장, 공공장소 등 고밀도 시나리오에 이상적인 주력 Wi-Fi 6 Access Point

       혁신적인 16개 공간 스트림과 최대 10.75Gbps 속도의 광케이블 급 경험 제공

       2.4GHz에서 업계 고유의 8T8R 제공으로, Wi-Fi 신호의 송수신 기능을 상당히 개선하고 커버리지 거리를 40% 개선

       높은 대역폭과 고밀도를 수용하기 위해 2개 무선 모드와 3개 무선 모드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

AirEngine 6760R 시리즈 실외용 Access Point

광장, 공원, 보행자 거리 등의 시나리오에 이상적인 고성능 Wi-Fi 6 Access Point

       듀얼 밴드 Wi-Fi 6, 8x8 MU-MIMO, 8개 공간 스트림, 최대 5.95Gbps 속도

       광학+전기 업 링크(5GE 전기 포트+GE 전기 포트+10GE 광학 포트), 다양한 실외 적용 시나리오에 매우 적합

       IP68 등급, 이더넷 포트의 개선된 6KV/6KA 서지 보호, 넓은 작동 온도 범위(-40°C ~ +65°C), 업계 수준의 요구 사항 충족

              자세한 정보

화웨이 WLAN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e.huawei.com)를 참조하거나 지역 화웨이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AirEngine 8760 시리즈 실내용 Access Point

고밀도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에 이상적인 주력 Wi-Fi 6 Access Point

       혁신적인 16개 공간 스트림과 최대 10.75Gbps 속도의 광케이블 급 경험 제공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 높은 대역폭과 고밀도를 수용하기 위해 2개 무선 모드와 3개 무선 모드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

       다이내믹 터보 기술, 무손실 로밍, 업 링크 및 다운 링크 OFDMA 및 MU-MIMO를 통한 공동 스케줄링으로 다중 
       사용자 고밀도 엑세스 시나리오에서 VR 및 4K 영상 등 고대역폭 지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보장
       스캐닝 및 AI 기반 지능형 무선 교정(화웨이 iMaster NCE CampusInsight와 함께)을 위한 내장형 독립형 

       무선 시스템으로, 최적의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전체 사용자 경험을 평균 58% 개선



Panorama of Huawei AR Series Enterprise Routers

Enterprise Router Series Products

NetEngine AR6300
• Forwarding performance: 10 Gbps-12 Gbps
• Fixed ports: 14 x 10GE SFP+ (compatible with GE SFP),
  10 x GE (can be configured as LAN)
• Slots: 4 x SIC + 2 x WSIC + 4 x XSIC
• Dual SRUs (SRU-400H or SRU-600H), dual power supplies
• Support 5G SIC

NetEngine AR6280
• Forwarding performance: 10 Gbps-12 Gbps
• Fixed ports: 14 x 10GE SFP+ (compatible with GE SFP),
  10 x GE (can be configured as LAN)
• Slots: 4 x SIC + 2 x WSIC + 2 x XSIC
• Dual power supplies, SRU-400H/SRU-600H
• Support 5G SIC

Enterprise Routers for Small and Midsize Branches

AR2204-51GE/AR2204-51GE-P
• Forwarding performance: 400 Mbps
• Fixed WAN ports: 3 x GE (1 x combo)
• Fixed LAN ports: 48 x GE
• Slots: 4 x SIC
• PoE model: dual power supplies, PoE
  available to 8 x GE interfaces

Enterprise Routers for the HQ and Large Branches

NetEngine AR6120-VW
• Forwarding performance: 2 Gbps
• Fixed WAN ports: 1 x 10GE SFP+ (compatible 
  with GE SFP), 1 x GE combo + 1 x GE
• Fixed LAN ports: 8 x GE
• Slots: 2 x SIC
• Support 5G SIC
• Dual-band (2.4 GHz and 5 GHz), 802.11b/g/n/ac
  (AR6120-VW support)
• built-in 64-channel voice (AR6120-VW support)

NetEngine AR6121
• Forwarding performance: 2 Gbps
• Fixed WAN ports: 1 x 10GE SFP+
  (compatible with GE SFP), 2 x GE combo
• Fixed LAN ports: 8 x GE + 1 x GE combo
• Slots: 2 x SIC
• Support 5G SIC

NetEngine AR6140-9G-2AC
• Forwarding performance: 2 Gbps
• Fixed WAN ports: 2 x GE SFP, 2 x GE
• Fixed LAN ports: 2 x GE SFP, 3 x GE
• Slots: 4 x SIC
• Dual power supplies
• Support 5G SIC

NetEngine AR6140-16G4XG
• Forwarding performance: 6 Gbps
• Fixed WAN ports: 4 x GE, 4 x 10GE SFP+
  (compatible with GE SFP)
• Fixed LAN ports: 12 x GE
• Slots: 4 x SIC
• Dual power supplies
• Support 5G SIC

AR2204-27GE/AR2204-27GE-P
• Forwarding performance: 400 Mbps
• Fixed WAN ports: 3 x GE (1 x combo)
• Fixed LAN ports: 24 x GE
• Slots: 4 x SIC
• PoE model: dual power supplies, PoE
  available to 8 x GE interfaces

AR2204E
• Forwarding performance: 400 Mbps
• Fixed WAN ports: 3 x GE (1 x combo)
• Slots: 4 x SIC

AR2204XE
• Forwarding performance: 1.8 Gbps
• Fixed WAN ports: 2 x 10GE SFP+, 
  10 x GE SFP, 8 x GE
• Slots: 4 x SIC

AR1220C
• Forwarding performance: 400 Mbps
• Fixed WAN ports: 4 x GE, 1 x GE SFP
• Fixed LAN ports: 8 x GE
• Slots: 2 x SIC



Enterprise Routers for SOHO & SMB

AR161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 Fixed LAN ports: 4 x GE

AR161W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 Fixed LAN ports: 4 x GE
• Wi-Fi: 802.11b/g/n

AR169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VDSL2
• Fixed LAN ports: 4 x GE

AR169W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VDSL2
• Fixed LAN ports: 4 x GE
• Wi-Fi: 802.11b/g/n

AR129CV
• Forwarding performance: 
  1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1 x 
  VDSL2
• Fixed LAN ports: 4 x GE
• Voice: 2 x FXS

AR129CVW
• Forwarding performance: 
  1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1 x  VDSL2
• Fixed LAN ports: 4 x GE
• Voice: 2 x FXS
• Wi-Fi: 802.11b/g/n/ac

AR109
• Forwarding performance: 
  8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1 x 
  VDSL2
• Fixed LAN ports: 4 x GE

AR109W
• Forwarding performance: 
  8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1 x 
  VDSL2
• Fixed LAN ports: 4 x GE
• Wi-Fi: 802.11b/g/n

IoT Series Products

Industrial IoT Gateways

Industrial router: AR509G-L-D-H
• Fixed ports: 1 x GE + 1 x VDSL2 WAN, 4 x GE LAN
• FDD LTE
• Protection rating: IP41
• Operating temperature: –25℃ to+60℃

Industrial router: AR509CG-Lc
• Fixed ports: 4 x GE LAN (can be configured as WAN interfaces)
• TDD LTE, FDD LTE (Dual SIM card)
• Protection rating: IP30
• Operating temperature: –25℃ to +70℃

EC-IoT gateway:
AR502H

• Fixed ports: 3 x GE, 2 x GE combo
• FDD LTE, 3G, GPRS
• Positioning system: BeiDou, GPS, Galileo, and GLONASS
• Edge computing architecture, open software and hardware
  resources
• Multi-container management, on-demand app deployment

NetEngine AR651
• Forwarding performance: 1
• Gbps (Default); 2 Gbps (Boost License)
• Fixed WAN ports: 2 x GE combo
• Fixed LAN ports: 8 x GE
• Expansion slots: 1 x MIC

NetEngine AR651W
• Forwarding performance: 1 
  Gbps (Default); 2 Gbps (Boost License)
• FixedWANports:2xGEcombo
• Fixed LAN ports: 8 x GE 
• Wi-Fi: 802.11ac/b/g/n
• Expansion slots: 1 x MIC

NetEngine AR657W
• Forwardingperformance:1Gbps
  (Default); 2 Gbps (Boost License)
• Fixed WAN ports: 2 x GE
  combo, 1 x VDSL 35B 
• Fixed LAN ports: 8 x GE
• Wi-Fi: 802.11ac/b/g/n
• Expansion slots: 1 x MIC

NetEngine AR611W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combo
• Fixed LAN ports: 4 x GE
• Wi-Fi: 802.11b/g/n/ac

NetEngine AR617VW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combo, 
  1 x VDSL 35B
• Fixed LAN ports: 4 x GE
• Wi-Fi: 802.11b/g/n/ac
• Voice: 2 x FXS

NetEngine AR617VW-LTE4EA
• Forwarding performance: 300 Mbps
• Fixed WAN ports: 1 x GE combo, 1
  x VDSL 35B
• Fixed LAN ports: 4 x GE
• Wi-Fi: 802.11b/g/n/ac
• Voice: 2 x FXS
• FDD LTE



화웨이 CloudFabric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솔루션

화웨이 CloudFabric 솔루션,
2019 Gartner Peer Insights Customers'

Choice for Data Center Networking에 선정

CloudEngine 데이터 센터 스위치

지능형 시대의 혁신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자동화 기반 관리 및 제어 시스템



AI가 주도하는 4차 기술 혁명은 모든 것이 다방면으로 인식 및 연결되고 지능형으로 탈바꿈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화웨이 글로벌 인더스트리 비전(Global Industry Vision, GIV) 2025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장치 수는 

2025년까지 1,000억 개에 이를 것이고, 매년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는 180ZB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는 지능형 

처리기능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들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면, 음성 및 비디오 데이터)의 95%는 AI가 처리합니다. 

점점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하여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비즈니스 모델 및 생태계를 재편하며, 고객 경험을 재구축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시대에서 AI 시대로 진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전세계에 연결된

장치 수

연간 생성/저장되는

데이터

AI 이용률

1,000억

+5.3x

160억

2015 2025

1,000억

+20x

8.6 ZB

2015 2025

86%

+5.3x

16%

2015 2025

서버 트래픽 증가에 따른

연결 품질 개선

AI 이용률이 86%에 다다른 상태에서

컴퓨팅 성능 개선

서비스의 빈번한 변경과

데이터 센터 규모의 증가 상황에서

서비스 배치 효율성 개선 및 문제해결 가속화

개요

클라우드 시대에서 AI 시대로의 데이터 센터 진화는 불가피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당면한 3가지 과제



화웨이 CloudFabric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솔루션은 초광대역, 무손실 및 완전한 지능형 DCN을 제공하여 기업이 데이터에서 인텔리전스 마이닝을 

수행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돕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관리 및 제어 계층

네트워크 계층

장치 계층

화웨이 클라우드 스택

CloudEngine 16800

콘텐츠
검토

이미지
검색

캐릭터
인식

이미지
인식

비디오 콘텐츠
분석

금융 인터넷

VM 컨테이너 PM

VM

VM

VM

자율 운영

지능형
경험

대용량 



초용량(Super Capacity) 

업계를 선도하는 하드웨어 용량

데이터 센터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을 수용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엔터프라이즈 AI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서버가 10GE에서 25GE 또는 

100GE까지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위치가 400GE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00GE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400GE 인터페이스는 DC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표준화가 되었으며 400GE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화웨이 CloudFabric 솔루션은 업계 최대 용량과 고성능 고정 스위치를 특징으로 하는 CloudEngine 16800 시리즈 주력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모듈러 및 고정 스위치를 통합, 고성능의 신뢰도 높은 DCN을 구축하는 업계 최초의 400GE 솔루션입니다.  

CloudEngine 16800은 슬롯별 48 x 400GE 인터페이스와 섀시 별 768 x 400GE 인터페이스라는 업계 최고의 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업계 평균과 

비교해 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10GE에서 40GE, 100GE, 그리고 400GE까지 원활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광대역: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400GE 솔루션

36x100GEx16
16x400GEx8

업계

10GE→400GE

임베디드 AI 칩 48*400GE 라인 카드

5X
포워딩
성능

CloudEngine 16800

48x400GEx16



지속적인 DC 확장과 기하급수적인 트래픽 증가 속에서 화웨이는 모듈러 및 고정 스위치를 통합한 400GE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코어 노드 수가 적은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비트 당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T 트래픽을 지원하는 DCN의 경우 400GE 기술을 사용하면 코어 및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에 5,000 인터페이스만 필요하므로, 100GE, 

400GE 솔루션과 비교해 75%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E2E 400GE 광 모듈을 제공합니다.  화웨이의 특허 받은 InP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화웨이 CloudFabric 솔루션은 

광학 구성 요소의 수를 50% 줄임으로써 구성 요소 크기와 전력 소비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광 모듈의 비트당 전력 소비

↓18%

코어 노드 수 80%감소, CAPEX 40% 절감

화웨이:
모듈러 및 고정
스위치

단순화 :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절감, 400GE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400GE

400GE

업계:
고정 스위치

100GE 100GE 10/25GE

25/100GE

업계

<0.15w/GE <0.11w/GE

화웨이

VS



지능형 경험(Intelligent Experience)

패킷 손실 없는 AI 컴퓨팅 성능 구현

AI 시대는 사용자에게 지능형 이미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얼굴 인식, 정밀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빠른 온라인 쇼핑 등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와 업계의 도약 발전은 AI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장 매체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진화함에 따라 AI 서비스의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지연 시간이 100배 이상 줄었습니다. 

컴퓨팅 분야에서 GPU 서버 또는 전용 AI 칩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100배 이상 확장합니다.  또한, 처리 프로토콜은 TCP/IP에서 RDMA로 발전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지연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는 제로 패킷 손실,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율을 특징으로 하는 DCN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DC에는 FC, InfiniBand, 이더넷과 같은 세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AI+클라우드 시대에는 분산 스토리지, 빅 데이터, AI 트레이닝 

클러스터 등 새로운 서비스 클러스터가 등장합니다. 다음 표는 비용, O&M, 개방성 측면에서 이더넷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 여러 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네트워크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패킷 손실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패킷 손실을 줄이면서 이더넷의 

수많은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FC 네트워크 InfiniBand 네트워크 이더넷

직접 연결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드래곤플라이

HPC 클러스터

스파인-리프

공용 서비스 스토리지

FC/InfiniBand

높음

비정기적

폐쇄 

패킷 손실 없음

이더넷

낮음

자동화

개방

높은 패킷 손실

비용

O&M

개방성

성능

이더넷에서 제로 패킷 손실을 달성할 수 있는가?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교환 데이터 처리

1/100 네트워크 지연 시간 X100

액세스 지연 시간 TCP/IP RoCE 컴퓨팅 효율성

HDD SSD 30us 1us CPU GPU

자동으로 지연 시간 최소화

기존 데이터 센터의 3가지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지연의 99%는 패킷 손실에서 발생



AI 칩과 고유한 iLossless 알고리즘을 활용한 화웨이의 이더넷 기반 지능형 무손실 DCN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이더넷 상에서의 낮은 처리율 문제뿐 

아니라 쉬운 패킷 손실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업계 유일의 패킷 손실이 없는 이더넷을 지원하며, 고객과 고객 서비스에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얼굴 인식                        자율 주행                         생명 과학                        AI 추천

컴퓨팅 플랫폼                              분산 스토리지                        HPC 플랫폼

iLossless 알고리즘

임
베

디
드

 칩

통
합

 A
I 알

고
리

즘

스토리지 클러스터 스토리지/컴퓨팅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컴퓨팅 클러스터

... .

30.5%
IOPS 스토리지

성능

3개 네트워크
통합

27.5%
AI 구동 효율

100GE, RDMA 100GE, RDMA100GE, RDMA

400GE

+AI

지능형 무손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전용 칩

POD1 PODn



Huawei CloudFabric 솔루션은 Level 3 자율 운영 네트워크입니다. 지능형 관리 및 O&M 시스템 iMaster NCE-Fabric을 기반으로 합니다. 

계획, 구축, 유지 보수, 최적화 각 단계에서 사용자 선호에 따라 전체 라이프사이클 DCN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업계 VS 화웨이

4단계 운영
20개 이상의 매개변수

폼 베이스드 선택
검증 없음, 쉬운 에러 발생

전문가 의존성
수동 O&M

한 번의 클릭으로 운영
플러그 앤 플레이

GUI 상에서 드래그 앤 드롭
사전 이벤트 시뮬레이션, 오류 없음

AI 지원
네트워크 지식 그래프

배치 단순화

업계 평균보다 3배 높은 배치 효율

1-3-5 지능형 O&M
100

네트워크
헬스

6시간→1시간

시간

0일 네트워크 계획 1일 서비스 프로비저닝 2일 서비스 보증 N일 네트워크 최적화

서비스 배치

200명 초과 인-일/달 네트워크 설계 및 변경 참여
 
연간 60회 이상 임시 확장 전자상거래 프로모션 붐

장애의 약 40%는  수동 구성 오류로 인해 발생

네트워크 O&M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심각한 영향

업계의 엄격한 감독 요구사항

클라우드+AI 시대

네트워크
문제점

자율 운영(Autonomous Driving)

ID(Intent-driven) “1-3-5” 지능형 O&M

점점 많은 신규 서비스가 DC에 배치되면서 DCN의 규모가 성장하고 서비스가 자주 변경됩니다. 기존의 수동 관리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DC는 기존의 IT 지원 시스템에서 생산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 DCN의 내결함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용량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 및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장애를 감지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경고를 발생하여 서비스 

장애 시간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네트워크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체 라이프사이클



러시아 중앙은행 (NSPK)

성공사례

OceanStor 올플래시는 글로벌 12,000+ 고객,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금융 통신사

일관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운영

보장

중국공상은행

국가간 신속한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

CyberAgent(일본)

인터넷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

화웨이 CloudFabric 솔루션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Forrester는 이 솔루션을 Gartner's Magic Quadrant에서 Challenger로, Data Center Hardware Platform for SDN에서 Leader로 

선정했습니다. 화웨이 CloudFabric 솔루션은 전 세계 140여 개국, 9,200여 개 DC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참조 바랍니다.

CloudEngine 16800 코어 스위치 CloudEngine 12800 코어 스위치 CloudEngine 8800 100GE 스위치

CloudEngine 6800 10GE/25GE 스위치 CloudEngine 5800 10GE 스위치 CloudEngine 1800V 가상 스위치

관련제품

글로벌 시장점유율 및 구축 실적



Huawei CloudEngine Series Data Center
Switch Portfolio

 
 

CloudEngine 16800: Core Data Center Switch Build for the AI Era

 
 

 

CloudEngine 16816
• 16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173 Tbps/1548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45,120 Mpps

 
 

 
 
 
 

CloudEngine 16808
• 8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86 Tbps/774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22,560 Mpps

 
 
 
 

CloudEngine 16804
• 4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43 Tbps/387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11,280 Mpps

 

 CloudEngine 12800: Industry-leading Data Center Core Switch 

 

CloudEngine 12816
• 16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178
  Tbps/1032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69,120 Mpps

 

 
 
 
 
 
 
 

CloudEngine 12808
• 8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89
  Tbps/5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34,560 Mpps

 
 
 
 
 

CloudEngine 12804
• 4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45
  Tbps/258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17,280 Mpps

 

 
 
 
 
 

CloudEngine 12808S
• 8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59
  Tbps/5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34,560 Mpps

 CloudEngine 12804S
• 4 service slots
• Switching capacity: 30
  Tbps/258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17,280 Mpps

 

 
 

CloudEngine 8851-32CQ8DQ-P
• 32 x 40/100GE QSFP28 or 32 x 200GE 
  QSFP56
• 8 x 400GE QSFP-DD
• Switching Capacity: 19.2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4350 Mpps

 

 

 

CloudEngine 8850-64CQ-EI
• 64 x 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12.8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4482 Mpps

CloudEngine 9860-4C-EI
• 4 slots that support up to: 128 x 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25.6 Tbps
• Forwarding Performance: 7600 Mpps

 

 
CloudEngine 8850-32CQ-EI
• 32 x 100GE QSFP28, 2 x 10GE SFP+
• Switching capacity: 6.44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3200 Mpps

 

 

• 400GE smooth evolution
• Innovative iLossless algorithm, providing real-time learning and training of network-wide traffic and
  implementing auto-sensing and auto-optimization of the traffic model
• Zero packet loss and unleashing 100% AI computing power

• Various SDN capabilities
• Comprehensive virtualization: 1:16 device virtualization, M-LAG, and CSS
• Intelligent O&M: Proactive path detection on the entire network and real-time monitoring
  of network health status

• M-LAG
• Innovative iLossless algorithm, providing real-time learning and training 
  of network-wide traffic and implementing auto-sensing and auto-
  optimization of the traffic model
• Intelligent O&M: Proactive path detection on the entire network and 
  real-time monitoring of network health status

• Various SDN capabilities, VXLAN, and BGP-EVPN
• iStack and M-LAG
• Intelligent O&M: Proactive path detection on the 
  entire network and real-time monitoring of network 
  health status
 

CloudEngine 9800:
Switch with High-Density 100GE Cards CloudEngine 8850: 100GE Aggregation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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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uawei.com Data 

Center Switch

CloudEngine
6870-48S6CQ-EI
• 48 x 10GE SFP+
• 6 x 100GE QSFP28
• Buffer: 4 GB
• Switching capacity: 
  2.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720 Mpps

CloudEngine 6881-48S6CQ
• 48 x 10GE SFP+
• 6 x 40/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2.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940 Mpps

CloudEngine 6820-48S6CQ
• 48 x 10GE SFP+
• 6 x 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2.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470 Mpps

CloudEngine 5880-48T6Q-EI
• 44 x GE BASE-T, 4 x 10GE BASE-T
• 6 x 40GE QSFP+
• Packet forwarding rate: 406 Mpps

CloudEngine 5855-48T4S2Q-EI
• 48 x GE BASE-T, 4x10GE SFP+
• 2 x 40GE QSFP+
• Packet forwarding rate: 252 Mpps

CloudEngine 6881-48T6CQ
• 48 x 10GE Base-T
• 6 x 40/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2.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940 Mpps

CloudEngine 6881E-48S6CQ
• 24 x 10/25GE SFP28 + 24 x 10GE SFP+
• 6 x 40/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2.88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940 Mpps

CloudEngine
6870-48T6CQ-EI
• 48 x 10GE BASE-T
• 6 x 100GE QSFP28
• Buffer: 4 GB
• Switching capacity: 
  2.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720 Mpps

CloudEngine
6866-48S8CQ-P
• 48 x 10/25GE SFP28 or 48
  x 50GE SFP56
• 8 x 40/100GE QSFP28 or 8
  x 200GE QSFP56
• Switching Capacity: 8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2175 Mpps

CloudEngine
6865-48S8CQ-EI
• 48 x 25GE SFP28
• 8 x 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4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2000 Mpps
 

CloudEngine
6863-48S6CQ
• 48 x 25GE SFP28
• 6 x 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3.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940 Mpps

CloudEngine 8861-4C-EI
• Flexible use of 100GE, 40GE, 
  25GE, and 10GE cards
• Switching capacity: 6.4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2030 Mpps

• Various SDN capabilities, VXLAN, and BGP-EVPN
• iStack and M-LAG
• Intelligent O&M: Proactive path detection on the entire network 
  and real-time monitoring of network health status
• Innovative iLossless algorithm, providing real-time learning and 
  training of network-wide traffic and implementing auto-sensing 
  and auto-optimization of the traffic model

CloudEngine 6857-48S6CQ-E
• 48 x 10GE SFP+
• 6 x 100GE QSFP28
• Switching capacity: 2.16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1000 Mpps
• Microsegmentation 

CloudEngine 6856-48T6Q-HI
• 48 x 10GE BASE-T
• 6 x 40GE QSFP+
• Switching capacity: 1.44 Tbps
• Packet forwarding rate: 1080 Mpps

• Various SDN capabilities, VXLAN, and BGP-EVPN
• iStack and M-LAG
• Intelligent O&M: Proactive path detection on the entire network and real-time monitoring 
  of network health status

• Various SDN capabilities, VXLAN, and BGP-EVPN  • Fine-grained microsegmentation isolation

• iStack and M-LAG • iStack and M-LAG

CloudEngine 8860:
Switch with Flexible Service Cards CloudEngine 6850: 10GE TOR Switch

CloudEngine 6870:
Large buffer 10GE TOR Switch CloudEngine 6860: 25GE TOR Switch

CloudEngine 6880: Microsegmentation capable 10GE TOR Switch

• Various SDN capabilities, VXLAN, and BGP-EVPN  • iStack and M-LAG  • Intelligent O&M: Proactive path detection on the entire network and real-time monitoring of network health status

CloudEngine 6820: 10GE TOR Switch CloudEngine 5800: GE TOR Switch



General Disclaimer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may contain predictive statemen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tatements regarding the future financial and operating results, future 

product portfolio, new technology, etc.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could cause actual results and developments to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expressed or 

implied in the predictive statements. Therefore, such information is provided for reference 

purpose only and constitutes neither an offer nor an acceptance. Huawei may change the 

information at any tim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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