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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ironet Workgroup Bridge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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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문서는 Cisco Aironet Workgroup Bridge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 최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 상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에 무선 클라이언트를 연결할 수 있는가? 

• 암호화를 수행하려면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구성은 어떻게 저장하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를 기타 IEEE 802.11b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통신 주파수는 무엇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 WEP 키란 무엇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무엇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이더넷 포트 속도는 얼마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무선 주파수 링크에 간섭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를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지원하는 보안 기능은 무엇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지원하는 장치는 몇 개인가? 

• 워크그룹 브리지의 일반적인 사용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를 실제 다리처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옥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WGB는 액세스 포

인트와 브리지 안테나 중에서 어떤 안테나를 사용하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LEAP이 지원되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 맨 위에 있는 LE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일반 장치와 워크그룹 브리지를 연결하려면 어떤 유형의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가? 

• 워크그룹 브리지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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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그룹 브리지 상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가? 

A. 시스코의 Upgrading Bridge Firmwar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워크그룹 브리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A. 워크그룹 브리지에는 콘솔 커넥터가 없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워크그룹 브리지를 구성하

십시오. 

PC에 IP Setup Utility(IPSU)를 설치한 다음, IPSU를 실행하여 워크그룹 브리지에 IP 주소와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구성합니다. IPSU는 Software Center - Cisco Aironet Drivers and Utilities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그룹 브리지의 SSID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DHCP(Dynamic Host Control Protocol)를 통한 무선

연결에서 IP 주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WEP(Wired Equivalent Privacy)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IP 주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면 해당 IP 주소로 텔넷 연결을 설정하거나 탐색할 수 있습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에 무선 클라이언트를 연결할 수 있는가? 

A. 연결할 수 없습니다. 워크그룹 브리지는 그 자체가 무선 클라이언트로서, 유선 클라이언트를 무선 백본에 연결하

는 데 사용됩니다. 

Q. 암호화를 수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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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그룹 브리지의 구성은 어떻게 저장하는가? 

A. 구성에 한 수정 사항은 즉시 저장됩니다. 현재 구성을 FTP 서버로 보내거나, Configuration 메뉴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를 기타 IEEE 802.11b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A. 사용할 수 없습니다. WGB(Workgroup Bridge)는 다른 시스코 장비에서만 작동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워크그룹 브리지-투-액세스 포인트(AP) 

워크그룹 브리지-투-브리지(AP 모드)

워크그룹 브리지-투-기지국(AP 모드)

워크그룹 브리지-투-리피터 모드의 액세스 포인트(리피터가“루트”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Q. 워크그룹 브리지의 통신 주파수는 무엇인가? 

A. 미국에서 액세스 포인트는 2.4GHz 주파수 내의 11개 채널 중 하나로 송수신합니다. 이러한 채널은 공용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며 FCC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의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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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할 수 있습니다. 

Q. WEP 키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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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워크그룹 브리지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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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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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워크그룹 브리지의 이더넷 포트 속도는 얼마인가? 

A. 브리지의 이더넷 포트는 10baseT RJ-45 커넥터 상에서 10Mbps를 지원하며, 반이중(half-duplex) 방식만 지원

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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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레이다, 전기 모터, 움직이는 기계 부품도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Troubleshooting Problems Affecting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워크그룹 브리지를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A. Diagnostics 메뉴에서 Defaults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분만 재설정하려면 Diagnostics 메뉴에서 Reset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장치 뒷면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지원하는 보안 기능은 무엇인가? 

A. 워크그룹 브리지는 40비트와 128비트 WEP(Wired Equivalency Protocol)를 지원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지원하는 장치는 몇 개인가? 

A.. 워크그룹 브리지는 유선 이더넷 세그먼트 상에서 최 8개의 MAC 주소를 지원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의 일반적인 사용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A. 

◇ 유선 손님에게 연결을 제공하는 호텔 무선 백본

◇ 무선 백본에 연결하는 프린터의 내장 이더넷 어댑터

◇ 무선 인프라를 유선 전용 클라이언트로 확장

◇ 학생들의 유선 전용 랩탑을 수용하는 무선 강의실

Q. 워크그룹 브리지를 실제 다리처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옥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WGB는 액세스 포인트와 브

리지 안테나 중에서 어떤 안테나를 사용하는가? 

A. 예. WGB는 무선 클라이언트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WGB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최적의 설치 조건(가시선,

안테나 등)인 경우 최 1.6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WGB가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하기 때

문에 AP용 안테나를 사용해야 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안테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LEAP이 지원되는가? 

A. 예, LEAP(Light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은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지원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 맨 위에 있는 LE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시스코의 Cisco Aironet 350 Series Workgroup Bridge Hardware Installation Guide- Troubleshooting

Chapter 문서에서 Checking the Top Panel Indicators 하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일반 장치와 워크그룹 브리지를 연결하려면 어떤 유형의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가? 

A. 사용할 케이블 유형은 연결하려는 장치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워크그룹 브리지 상의 이더넷 포트는 내부적으로

교차되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최종 장치((end device)와 마찬가지로 허브나 스위치에는 직렬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최종 장치에는 교차(crossover)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PC --> [교차 케이블] --> 워크그룹 브리지

허브 --> [직렬 케이블] --> 워크그룹 브리지

Q. 워크그룹 브리지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 상단 패널의 시스템 LED가 완전히 녹색이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액세스 포인트(또는 액세스 포인트 모

드의 브리지)의 연결 테이블에서 워크그룹 브리지가 리피터 아래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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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무선 기술 팁

• 무선 LAN 주요 문제

• 시스코 무선 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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