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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마크를 소개합니다. 그는 여러분께 마크를 소개합니다. 그는 
대형 수퍼마켓 체인 '퀄리티 푸드 대형 수퍼마켓 체인 '퀄리티 푸드 
마켓'의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죠.마켓'의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죠.

마크는 단종된 기존 마크는 단종된 기존 
솔루션에 대한 회의를 솔루션에 대한 회의를 
마쳤습니다.마쳤습니다.

우리 일에는 무선 
기술이 매우 중요하지. 
이번 일은 꼭 잘 
해내야 해. 바로 일을 
시작해야겠다.



퀄리티 푸드 마켓에 무선 퀄리티 푸드 마켓에 무선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
엇일까요? 엇일까요?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식품을 신선도가 떨어지기  식품을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판매해야 하죠.전에 판매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WI-FI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WI-FI가 필요해요. 



매장의 저울도 WI-FI를 통해 계산매장의 저울도 WI-FI를 통해 계산
원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원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죠.정보를 제공하죠.

창고 근무자들은 WI-FI를 통해  창고 근무자들은 WI-FI를 통해  
재고와 운영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고와 운영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퀄리티 푸드 마켓의 무선 솔루션은  하지만 퀄리티 푸드 마켓의 무선 솔루션은  
더 이상 원활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어요.더 이상 원활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어요.

52개 매장에 WI-FI를 제공하는 무선 액세스  52개 매장에 WI-FI를 제공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는 골동품에 가깝거든요. 포인트(AP)는 골동품에 가깝거든요. 



AP를 업데이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AP를 업데이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장 하나에 약 25개의 
AP가 있으니 여기에 
매장 수 52를 곱한 다음 
창고와 본사를 더하면, 
대체 이게 몇 개야…

하지만 퀄리티 푸드 마켓의하지만 퀄리티 푸드 마켓의
미래를 생각한다면미래를 생각한다면
업데이트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업데이트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규 솔루션으로의 전환은 최대한 매끄럽게 신규 솔루션으로의 전환은 최대한 매끄럽게 

이뤄져야 해요.이뤄져야 해요.

매장과 창고에는 매일 
신선 식품이 입고되고 
있어. 다운타임이 
두세 시간만 발생해도 
큰 비용이 발생하겠지



마크는 네트워크의 가동 마크는 네트워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벤더를 
선택해야 해.

소중한 직장,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운타임이 발생하거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둘 순 없어



효과적인 
솔루션이 
아니라면 
투자할 수 없지. MIST AI 기반 주니퍼?

예전에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

마크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접했어요.마크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접했어요.



주니퍼는 다운타임 없이주니퍼는 다운타임 없이
2일 안에 모든 AP를 교체하고2일 안에 모든 AP를 교체하고
네트워크의 가동을 유지할 수네트워크의 가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에 비해 다른 벤더들은 그에 비해 다른 벤더들은 
2~3배 긴 네트워크 교체 2~3배 긴 네트워크 교체 
기간을 제시했죠.기간을 제시했죠.

게다가 주니퍼는 보다 심층적인게다가 주니퍼는 보다 심층적인
가시성과 빠른 문제 해결로가시성과 빠른 문제 해결로
퀄리티 푸드 마켓이 더 나은퀄리티 푸드 마켓이 더 나은

서비스와 발전된 미래의서비스와 발전된 미래의
기반을 닦도록 도와줄 수기반을 닦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요.있었어요.



주니퍼는 약속대로 마크가 주니퍼는 약속대로 마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2일 새로운 네트워크를 2일 
안에 다운타임 없이 교체할 안에 다운타임 없이 교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수 있게 해주었어요. 

무선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고 
MIST AI는 불만이 
접수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죠!



마크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마크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을 진행했지만...못하게 일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았어요. 



모두가 마크에게 칭찬을 아끼지 모두가 마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불만은 줄어들었죠. 않았고 불만은 줄어들었죠. 

주니퍼를 구축한 이후 WI-FI 문제 주니퍼를 구축한 이후 WI-FI 문제 
티켓 수는 75% 감소했어요.티켓 수는 75% 감소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퀄리티 푸드 마켓에 이러한 변화는 퀄리티 푸드 마켓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죠.이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죠.

매장을 처음 방문하는 신규 고객의  매장을 처음 방문하는 신규 고객의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창고와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창고와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나은 매장 환경을 조성할 수  더 나은 매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죠.있었죠.



한 명의 직원이 적절한 벤더와 한 명의 직원이 적절한 벤더와 
만나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만나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
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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