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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무선 스케줄러 연결 
목표
 

VAP(Virtual Access Point)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을 세그먼트화하고 하나의
물리적 디바이스에서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시뮬레이션하는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과 동일한 무선입니다.무선 스케줄러는 VAP 또는 무선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전력을 절약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최대 16개의 프로파
일을 서로 다른 VAP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지만 각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프로
파일만 허용됩니다.각 프로필에는 연결된 VAP 또는 WLAN의 업타임을 제어하는 특정 시간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선 스케줄러를 구성하면 미리 정의된 시간 간격에 따라 VAP 및 라디오가 활성화될 때 자동
화할 수 있습니다.라디오는 무선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WAP의 물리적 부분입니다.WAP의 무
선 설정은 무선 동작의 동작을 제어하고 WAP가 전송하는 무선 신호의 종류를 결정합니다.스
케줄러를 사용하면 전력을 절약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WAP(Wireless Access Point)의 WLAN 또는 VAP 인터페이스에서 무선 스케줄
러 프로필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WAP100 시리즈
WAP300 시리즈
WAP500 시리즈
  

소프트웨어 버전
 

1.0.0.17 — WAP571, WAP571E
1.0.1.2 — WAP150, WAP361
1.0.2.2 — WAP351, WAP131
1.0.6.2 — WAP121, WAP321
1.2.1.3 — WAP371, WAP551, WAP561
  

스케줄러 프로필을 WLAN 또는 VAP 인터페이스와 연결
 

중요:구성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WAP에 무선 스케줄러 프로필을 이미 구성했는지 확인하십
시오.무선 스케줄러 프로필 또는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1단계. 웹 기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무선 > 스케줄러 연결을 선택합니다.
 

https://sbkb.cisco.com/CiscoSB/ukp.aspx?login=1&pid=2&app=search&vw=1&articleid=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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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무선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은 WAP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WAP571이 사용됩니다.
 
2단계. 라디오 영역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WAP551이 있는 경우 3단계로 건너뜁니다. WAP551은 단일 밴드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참고:사용 가능한 옵션은 WAP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라디오 1(5GHz)이 선
택됩니다.
 
3단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옆의 프로파일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프
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참고:VAP 0 인터페이스는 디바이스의 물리적 라디오 인터페이스이므로 인터페이스에 어떤
프로파일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최대 VAP 수는 사용 중인 WAP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델당 사용 가능한 VAP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WAP500 Series(WAP551, WAP561, WAP571, WAP571E) — 16VAP
WAP300 Series(WAP321, WAP351, WAP361, WAP371) — 8VAP
WAP100 Series(WAP121, WAP131, WAP150) — VAP 4개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라디오 또는 VAP에서 변경한 내용은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 및
시작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5단계. (선택 사항) 무선 설정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
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WLAN 인터페이스 또는 각 VAP에는 하나의 스케줄러 프로필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여
러 VAP는 단일 스케줄러 프로필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WAP의 WLAN 또는 VAP 인터페이스에 스케줄러 프로파일을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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