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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ironet Access Point FAQ

Cisco Aironet 드라이버, 펌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를 방문하십

시오. 

이 문서는 Cisco Aironet Access Point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 최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가? 

• 콘솔 연결에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가? 

• 액세스 포인트에 IP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액세스 포인트의 도달 범위는 어떻게 확장하는가? 

• 액세스 포인트가 리피터 모드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의 컴퓨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가? 

• 암호화를 지원하려면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 35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액세스 포인트의 구성은 어떻게 저장하는가? 

• 액세스 포인트를 기타 IEEE 802.11b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액세스 포인트의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 WEP 키란 무엇인가? 

• 잊어버린 암호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가? 

•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몇 개인가? 

• 액세스 포인트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무엇인가? 

• 액세스 포인트의 이더넷 포트 속도는 얼마인가? 

• 액세스 포인트의 무선 주파수 링크에 간섭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액세스 포인트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 340 및 350 시리즈 제품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가? 

• 340과 350 시리즈 제품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 카드가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액세스 포인트의 장애 복구 또는 리던던시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가? 

• LEAP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ACS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어떤 포트 번호를 지정해야 하는가? 

• 실제로 site survey를 실행해야 하는가? 

• 액세스 포인트를 수정하려고 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가? 

Q. 최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가? 

A. Cisco Aironet 장비는 가장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모든 컴포넌트가 로드된 상태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

휘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는 Cisco Software Cente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콘솔 연결에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가? 

A. 9-pin male에서 9-pin female로의 커넥터가 있는 직통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COM1 포트 또는 COM2

포트를 액세스 포인트의 RS-232 포트와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HyperTerminal, ProComm 또는 Minicom과

같은 터미널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포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속도: 초당 9600비트



데이터 비트 수: 8

정지 비트 수: 1

패리티: 없음

흐름 제어: Xon/Xoff

Q. 액세스 포인트에 IP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액세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DHCP를 통해 IP 주소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액세스 포인트의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세그먼트에 연결된 Windows PC에서

DOS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rp -s a.b.c.d 00-12-34-56-78-90

여기에서 a.b.c.d는 액세스 포인트에 설정되는 IP 주소이고, 00-12-34-56-78-90은 AP 아래의 패널에 있는 MAC

주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ng a.b.c.d

주: 다른 방법으로 IP 주소가 이미 AP에 할당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액세스 포인트의 도달 범위는 어떻게 확장하는가? 

A.. “비루트(non-root)/리피터”로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두 번째 액세스 포인트가 리피터 역할을 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액세스 포인트는 리피터 모드에서 유선 LAN에 연결된“루트”또는“부모”액세스 포인트

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유선 LAN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무선 클라이언트도 리피터 AP에 연결할 수 있게 됩

니다. 

Q. 액세스 포인트가 리피터 모드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A. 리피터 모드에서는 이더넷 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 액세스 포인트에서 한 홉(hop)씩 멀어질 때마다 처

리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됩니다. 

Q.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의 컴퓨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가? 

A. ACU(Aironet Client Utility)에서 클라이언트가 임시 모드로 실행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이때 P2P(peer-

to-peer) 연결만 가능합니다. 하나는“부모”PC가 되어 연결을 제어하고, 임시 모드에 있는 다른 하나는“자식”PC

가 됩니다. 

Q. 암호화를 지원하려면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A.. 특정 하드웨어 모델마다 장치의 암호화 수준이 다릅니다. 

341 및 351 모델 - 40비트 암호화만 지원

342 및 352 모델 - 40비트 및 128비트 암호화를 모두 지원

Q. 35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35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는 파워 인젝터 또는 인라인 전원 사용 스위치를 통해 인라인 전원을 사용합니다. 

Q. 액세스 포인트의 구성은 어떻게 저장하는가? 

A. 구성에 한 수정 사항은 즉시 저장됩니다. Setup 메뉴에서 Cisco Services, Manage System

Configuration을 선택하고 시스템 구성을 다운로드하면 현재 구성을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액세스 포인트를 기타 IEEE 802.11b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액세스 포인트가 다른 802.11b 장치와 통신하도록 설정하려면 Express Setup 화면에서“non-Aironet

802.11”확인란을 선택하여 Aironet Extensions를 끕니다. 또는 Advanced AP Radio 화면에서“Use Aironet

Extension”라디오 단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액세스 포인트-투-클라이언트

액세스 포인트-투-액세스 포인트(리피터 모드)

액세스 포인트(리피터 모드)-투-기지국(액세스 포인트 모드)

액세스 포인트-투-워크그룹 브리지

Q. 액세스 포인트의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A. WEP(Wired Equivalency Protocol)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무선 링크를 통해 전송된 패킷의 페이로드를 암

호화할 수 있습니다. 

Q. WEP 키란 무엇인가? 

A. WEP 키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정의된 문자열입니다. 

Q. 잊어버린 암호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가? 

A. Access Point 펌웨어 11.06 이전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Password Recovery and Restoration of

Default Settings for Cisco Aironet Equipment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몇 개인가? 

A.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는 2,048개의 MAC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실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세스

포인트가 공유 매체이고 무선 허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각

사용자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Q. 액세스 포인트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무엇인가? 

A. 적정 데이터 속도( 역폭), 안테나 유형, 안테나 케이블 길이, 송신 장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지지만, 최적의 설치 조건인 경우 최 9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액세스 포인트의 이더넷 포트 속도는 얼마인가? 

A. 액세스 포인트의 이더넷 포트는 반이중(half-duplex) 또는 전이중(full-duplex) 방식으로 RJ-45 커넥터 상에

서 10Mbps 또는 100Mbps를 지원합니다. 속도와 듀플렉스를 스위치 또는 허브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

다. 

Q. 액세스 포인트의 무선 주파수 링크에 간섭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A. 2.4GHz 무선 전화기, 잘못 절연된 전자 렌지, 다른 회사에서 제조된 무선 장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간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움직이는 기계 부품도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roubleshooting Problems Affecting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액세스 포인트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A. Password Recovery and Restoration of Default Settings for Cisco Aironet Equipment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Q. 340 및 350 시리즈 제품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가? 

A. 예. 두 제품 라인의 주요 차이점은 전파의 전력인데, 350 시리즈가 100 리와트로 전파 전력이 더 강합니다. 두

시리즈를 혼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 범위가 짧은 340 시리즈가 우선합니다. 

Q. 340과 350 시리즈 제품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A. 350 시리즈 제품은 100 리와트 무선 전파와 인라인 전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340 시리즈 제품은 30 리와트

무선 전파만을 사용하며 외부 A/C 전원 연결이 필요합니다. 

Q. 클라이언트 카드가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선 토폴로지에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인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오는 킵얼라이브 비콘

(beacon)을 잃게 될 때까지 처음에 연결되었던 액세스 포인트와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연결을 잃고 나서 원래 액세

스 포인트와 다시 연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에 한 권한 부여 및 권

리가 충분할 경우 다른 액세스 포인트를 찾아 연결을 시도합니다. 

Q. 액세스 포인트의 장애 복구 또는 리던던시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가? 

A. 있습니다. 기본 액세스 포인트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리던던시를 제공하도록 핫 스탠바이(Hot Standby)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lease Notes for Cisco Aironet Access Points에서 Additional Steps in

Hot Standby Setup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LEAP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ACS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어떤 포트 번호를 지정해야 하는가? 

A. ACS 서버에서 수신 기하는 기본 포트는 1645입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Authentication Server Setup 페이

지에서 포트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 실제로 site survey를 실행해야 하는가? 

A. 그렇습니다. RF 전송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용자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기타 RF 트래픽 유

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site survey를 실행하면 보이지 않게 무선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ite survey는 설치 시 바람직한 RF 도달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액세스 포인트를 수정하려고 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가? 

A.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User Manager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확인하려면 액세스 포인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만약 자신이 액세스 포인트 관리자이지만 사용

자 계정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암호를 복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ssword Recovery and

Restoration of Default Settings for Cisco Aironet Equipment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 무선 기술 팁

• 무선 LAN 주요 문제

• 시스코 무선 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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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ㄜ시스폴 02-6009-6009 •한국유니시스ㄜ 02-768-1114,1432 •한국NCR 02-3279-4423

■Local SI 파트너 •ㄜLG씨엔에스 02-6276-2821 •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이스텔시스템즈ㄜ 031-467-7079

•SK씨앤씨ㄜ 02-2196-7114/8114

■Global 파트너 •이퀀트코리아 02-3782-2600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코리아 02-2187-0114 •ㄜ인큐브테크 02-3497-9303 •ㄜ아이넷뱅크 02-3400-7486

■IPT 파트너 •청호정보통신 02-3498-3114 •LG기공 02-2630-5156

■WLAN 전문파트너 •ㄜ에어키 02-541-1557 •ㄜ텔레트론INC 02-2105-2300

■Security 전문파트너 •코코넛 02-6007-0133 •TISS 051-743-5940

■NMS 전문파트너 •ㄜ넷브레인 02-573-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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