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기본 무선
라디오 설정 구성 

목표
 

무선 설정은 무선 라디오 안테나와 WAP(Access Point) 디바이스에서 무선 안테나를 구성하
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구현에서 원하는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통신 속도가 빠르고 혼잡
없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WAP가 다른 WAP로 둘러싸여 있고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을 위해 채널 모드 및 주파수 등의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이렇게
하면 채널이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이 문서에서는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전역 및 기본 무선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고급 라디오 설정을 구성하려면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고급 무선 라디
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WAP121 
· WAP321
  

소프트웨어 버전
 

•1.0.3.4
  

무선 구성
 

1단계. 액세스 포인트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무선 > 라디오를 선택합니다.라디오 페이
지가 열립니다.
 

  
전역 설정
 



 
1단계. Global Settings(전역 설정) 영역에서 Traffic Specification (TSPEC) Violation
Interval(트래픽 사양(TSPEC) 위반 간격) 필드에 시간 간격을 초 단위로 입력합니다.이 간격은
WAP가 시스템 로그 및 SNMP 트랩을 통해 필수 허용 제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연결된 클라
이언트에 보고하는 간격입니다.TSPEC은 클라이언트에서 AP로 전송되는 트래픽 사양으로,
TSPEC에서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양을 요청합니다.
 
참고:시스템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로그 설정 구
성 및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설정을 저장하려면 라디오 페이지의 하단으로 스크롤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기본 무선 설정 구성
 

 
1단계. 라디오 필드에서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여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MAC Address 필드는 라디오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참고:디바이스가 WAP321인 경우 WAP321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WAP321에서 일
부 모드가 일반 WAP121 모드에 추가되므로 WAP121로 이동합니다.
 

  
WAP121



 
1단계. Mode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라디오 모드를 선택합니다.WAP121에서는 다음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2.11b/g — 802.11b 및 802.11g 지원 클라이언트만 WAP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클라이언트가 11Mbps 이상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2.11b/g/n - 2.4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예: 802.11b, 802.11g 및
802.11n 클라이언트)가 W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모드는 최대 75Mbps의 데이터 속도
를 가질 수 있습니다.
 
·2.4GHz 802.11n — 2.4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802.11n 클라이언트만 W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모드의 데이터 속도는 54Mbps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모든 802.11n 모드는 VAP 보안 모드 옵션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일부 모
드의 경우 보안을 none으로 강제 설정하거나 데이터 암호화 기술에서 CCMP(AES) 암호 그룹
을 활성화합니다.이 정보는 WorkGroup Bridge 구성과 같은 일부 구성에서 사용됩니다
.WorkGroup Bridge의 컨피그레이션은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Configure
Work Group Bridge(작업 그룹 브리지 구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라디오 모드로 802.11b/g를 선택한 경우 4단계로 건너뜁니다.
 



 
2단계. Channel Bandwidth 드롭다운 목록에서 라디오의 Channel Bandwidth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는 데이터 속도가 더 높은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대역폭이 20MHz 및
20/40MHz입니다.
 
참고:802.11n은 다른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거시 20MHz 채널 외에 40MHz 폭 채널을 허
용하는 유일한 사양입니다.
 
참고:20MHz를 선택한 경우 4단계로 건너뜁니다.
 

 
3단계. 액세스 포인트가 40MHz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기본 채널의 위치를
40MHz 채널의 절반 또는 하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40MHz 채널을 선택하면 채널 선택 시
항상 기본 채널을 참조합니다.Primary Channel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Upper — 40MHz 대역의 상위 20MHz 채널을 기본 채널로 설정합니다.
 



·Lower — 40MHz 대역의 낮은 20MHz 채널을 기본 채널로 설정합니다.
 

 
 

4단계. Channel 드롭다운 목록에서 라디오가 송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일
부를 선택합니다.드롭다운 목록에는 자동 및 1에서 11 사이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액세스
포인트에서 동일한 채널 및 SSID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채널은 하위 기본 채널과 상위 기본
채널 간에 분할됩니다.처음 1~7개의 채널은 하위 기본 채널 아래에 있고 5~11개는 상위 기본
채널 아래에 있습니다.802.11 b/g를 선택하면 1~11의 모든 채널이 Channel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됩니다.
 
참고:auto를 선택한 경우 WAP는 사용 가능한 채널을 스캔하고 트래픽이 가장 적은 채널을 선
택합니다.
 
5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WAP321
 



 
 
1단계. Mode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라디오 모드를 선택합니다.WAP321에서는 다음 6가
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2.11a — 지원되는 802.11a 클라이언트만 WAP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장치의 데이터 속도는 6~54Mbps 이상입니다.
 
·802.11b/g — 802.11b 및 802.11g 지원 클라이언트만 WAP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클라이언트가 11Mbps 이상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2.11a/n — 802.11a 및 802.11n 지원 클라이언트만 WAP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802.11b/g/n - 2.4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예: 802.11b, 802.11g 및
802.11n 클라이언트)가 W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모드는 최대 75Mbps의 데이터 속도
를 가질 수 있습니다.
 
·5GHz 802.11n — 5.0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802.11n 클라이언트만 WAP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4GHz 802.11n — 2.4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802.11n 클라이언트만 W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모드의 데이터 속도는 54Mbps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모든 802.11n 모드는 VAP 보안 모드 옵션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일부 모
드의 경우 보안을 none으로 강제 설정하거나 데이터 암호화 기술에서 CCMP(AES) 암호 그룹
을 활성화합니다.이 정보는 WorkGroup Bridge 구성과 같은 일부 구성에서 사용됩니다
.WorkGroup Bridge의 컨피그레이션은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Configure
Work Group Bridge(작업 그룹 브리지 구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라디오 모드로 802.11b/g 또는 802.11a를 선택한 경우 4단계로 건너뜁니다.
 



 
2단계. Channel Bandwidth 드롭다운 목록에서 라디오의 Channel Bandwidth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는 데이터 속도가 더 높은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대역폭이 20MHz 및
20/40MHz입니다.
 
참고:802.11n은 다른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거시 20MHz 채널 외에 40MHz 폭 채널을 허
용하는 유일한 사양입니다.
 
참고:20MHz를 선택한 경우 4단계로 건너뜁니다.
 

 
3단계. 액세스 포인트가 40MHz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기본 채널의 위치를
40MHz 채널의 절반 또는 하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40MHz 채널을 선택하면 채널 선택 시
항상 기본 채널을 참조합니다.
 

·Upper — 40MHz 대역의 상위 20MHz 채널을 기본 채널로 설정합니다.



·Lower — 40MHz 대역의 낮은 20MHz 채널을 기본 채널로 설정합니다.
 

 
 

4단계. Channel 드롭다운 목록에서 라디오가 송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일
부를 선택합니다.드롭다운 목록에는 자동 및 1에서 11 사이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액세스
포인트에서 동일한 채널 및 SSID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채널은 하위 기본 채널과 상위 기본
채널 간에 로 구분됩니다.처음 1~7개의 채널은 하위 기본 채널 아래에 있고 5~11개는 상위 기
본 채널 아래에 있습니다.802.11 b/g를 선택하면 1~11의 모든 채널이 Channel 드롭다운 목록
에 표시됩니다.모드 802.11a, 802.11a/n 및 5GHz 802.11n 채널은 나머지 모드에 비해 다릅니
다.
 
참고:auto를 선택한 경우 WAP는 사용 가능한 채널을 스캔하고 트래픽이 가장 적은 채널을 선
택합니다.
 
5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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