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고급 무선
라디오 설정 

목표
 

무선 설정은 WAP(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무선 장치의 동작 및 물리적 미디어와의 상호 작
용을 직접 제어합니다.이 설정을 사용하면 다른 무선 주파수 채널을 구성하여 주변 다른 액세
스 포인트와의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WAP가 다른 무선 소스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다른 소스에 간섭하지 않도록 주파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AP)에서 고급 라디오 설정을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기본 무선 설정을 보려면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기본 라디오 설정 구
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WAP121 
· WAP321
  

 소프트웨어 버전
 

•1.0.3.4
  

고급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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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영역으로 스크롤합니다.2단계는 802.11n을 지원하는 라
디오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Short Guard Interval Supported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가드 간격은
WAP가 기호 전송 사이에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따라서 ISI(Inter-Symbol and Inter-Carrier
Interference)가 차단됩니다. 가드 간격을 단축하여 처리량을 최대 10% 늘릴 수 있습니다.
 

·예 — WAP가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 가드 간격 400나노초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아니요 — WAP가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 가드 간격 800나노초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3단계. 보호 드롭다운 목록에서 보호 설정을 선택합니다.보호 설정은 WAP 범위 내의 다른 디
바이스를 보호합니다.
 

·Auto — 레거시 스테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WAP 디바이스 범위 내에 있을 때 간섭을 방
지합니다.
 
·꺼짐 — 레거시 클라이언트는 802.11n 전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신호 간격 필드에 신호 프레임 전송 사이의 시간(밀리초)을 입력합니다.무선 네트워크
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비컨 프레임이 정기적으로 전송됩니다.
 
5단계. DTIM 기간 필드에 1~255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일부 비컨 프레임에는 클라이언트가
WAP에 버퍼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DTIM(Delivery Traffic Indication
Messages)이 포함됩니다.비컨 수는 1로 DTIM 메시지에 대해 모든 비콘을 확인하는 반면
50은 50번째 비콘 마다 확인합니다.
 
6단계. Fragmentation Threshold 필드에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
(바이트)를 입력합니다.최대 크기보다 큰 패킷은 프래그먼트화되어 여러 개의 작은 패킷으로
전송됩니다.무선 간섭을 경험하지 않는 한 조각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7단계. RTS Threshold 필드에 MMPDU(MAC Protocol Data Unit)의 8진수 수를 나타내는
Request to Send(RTS) 임계값(RTS/CTS 핸드셰이크가 수행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낮은 임
계값은 패킷을 더 자주 전송하여 더 많은 대역폭을 소비합니다.그러나 더 많은 패킷을 전송할
수록 네트워크가 사용 중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간섭 또는 충돌으로부터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8단계. Maximum Associated Clients(최대 연결된 클라이언트) 필드에 지정된 시간에 WAP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 디바이스 수를 입력합니다.
 
9단계. Transmit Power(전송 전력) 드롭다운 목록에서 WAP에 대한 전송 전력 레벨의 백분율
값을 선택합니다.전체 전송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디바이스가 더 경제적이며 더 많은 브로드
캐스트 범위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액세스 포인트 수가 줄어듭니다.낮은 전송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WAP를 사용하면 장치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AP 간의 중복과 간섭이 줄
어듭니다.
 
10단계. Fixed Multicast Rate(고정 멀티캐스트 속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WAP가 지원하는 멀



티캐스트 트래픽 전송 속도(Mbps)를 선택합니다.Auto(자동)를 선택한 경우 WAP는 무선 클라
이언트를 기준으로 최상의 속도를 결정합니다.가능한 값의 범위는 Basic Radio Settings(기본
라디오 설정) 섹션에서 선택한 라디오 모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11단계. 각 전송률에 대해 Legacy Rate Sets 테이블에서 원하는 전송률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지원됨 — WAP 장치가 지원하는 속도입니다.
 
·기본 — WAP 디바이스가 통신용 다른 AP를 찾기 위해 네트워크에 광고하는 비율입니다.더
효율적인 방법은 WAP 장치가 지원되는 속도 세트의 일부를 브로드캐스트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참고:12단계는 802.11n을 지원하는 라디오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WAP 디바이스가 광고하는 원하는 변조 및 코딩 체계(MCS) 인덱스 값에 대한
MCS(Data Rate) Settings(MCS(데이터 속도) 설정) 테이블의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활성화된 MCS 인덱스가 높을수록 최대 전송 속도가 높습니다.예를 들어, MCS 인덱스
15의 최대 전송 속도는 300Mbps이고 MCS 인덱스 0의 최대 전송 속도는 15Mbps입니다.
 
13단계(선택 사항)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패킷의 수를 제한
하려면 Broadcast/Multicast Rate Limiting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속도 제한 —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의 속도 제한을 초당 패킷 단위로 입력합
니다.속도 제한 내의 트래픽은 항상 일치하고 목적지로 전송됩니다.
 
·Rate Limit Burst — 초당 패킷 수로 버스트할 수 있는 트래픽 제한을 입력합니다.이 트래픽
은 최대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4단계. TSPEC Mode 드롭다운 목록에서 트래픽 사양(TSPEC) 모드를 선택합니다.TSPEC은
QoS 지원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되며 WAP에서 일정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요청합니다.
 

·켜기 — WAP에서 TSPEC를 활성화합니다.디바이스가 QoS 지원 디바이스의 트래픽을 처
리하도록 하려는 경우 사용됩니다.
 
·꺼짐 — WAP에서 TSPEC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QoS 지원 디바이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
지 않습니다.
 

15단계. TSPEC Voice ACM Mode(TSPEC 음성 ACM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음성 액세스
카테고리의 ACM(Admission Control Mandatory)을 제어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설정 — 스테이션은 음성 트래픽 스트림을 전송하거나 수신하기 전에 WAP에 대역폭에 대
한 TSPEC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꺼짐 — 스테이션은 TSPEC 요청 없이 음성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16단계. TSPEC Voice ACM Limit(TSPEC 음성 ACM 제한) 필드에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WAP가 음성 AC를 통해 무선을 통해 전송하려는 최대 트래픽 양을 입력합니다.
 
17단계. TSPEC Video ACM Mode(TSPEC 비디오 ACM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비디오 액
세스 카테고리의 ACM(Admission Control Mandatory)을 제어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켜기 — WAP에 대역폭에 대한 TSPEC 요청을 전송해야 비디오 트래픽 스트림을 전송하거
나 수신할 수 있습니다.
 
·꺼짐 — 스테이션은 TSPEC 요청 없이 음성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18단계. TSPEC Video ACM Limit(TSPEC 비디오 ACM 제한) 필드에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
해 WAP 장치가 비디오 AC를 통해 무선을 통해 전송하려고 시도하는 최대 트래픽 양을 입력
합니다.
 
19단계. WAP가 TSPEC AP Inactivity Timeout(TSPEC AP 비활성 시간 제한) 필드에서 삭제
하기 전에 WAP 디바이스가 유휴 상태로 다운링크 트래픽 추정을 탐지할 시간을 초 단위로 입
력합니다.
 
20단계. WAP가 TSPEC Station Inactivity Timeout(TSPEC 스테이션 비활성 시간 제한) 필드
에서 삭제하기 전에 WAP 디바이스가 유휴 상태로 업링크 트래픽 추정을 탐지할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21단계. TSPEC Legacy WMM Queue Map Mode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
다.
 

·On — 레거시 트래픽이 ACM으로 작동하는 큐에서 혼합되도록 합니다.
 
·꺼짐 — ACM으로 작동하는 큐에서 상호 혼합 레거시 트래픽을 비활성화합니다.
 

22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고급 무선 라디오 설정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버전
	고급 설정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