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Wireless Access Point)에서 하드웨어 오류
식별 

하드웨어 오류 식별
 
물리적 연결 및 표시등 확인
 
참고:이미지는 WAP의 정확한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이미지는
WAP321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단계
 

목표

WAP(Wireless Access Point)에서 하드웨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은 WAP를 교체해야 하는지 또는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트러블슈팅만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하드웨어 장애를 식별하는 단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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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561 | 1.2.1.3(최신 다운로드)●

WAP571 | 1.0.0.17(최신 다운로드)●

WAP571E | 1.0.0.17(최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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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에서 PoE(Power over Ethernet)를 통한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더넷 포트에서 PoE 소스로
연결하는 이더넷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 어댑터가 전원 포트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WAP에서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완전히 수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PoE 유형을 기록해 두십시오.디바이스 설명서를 참조하여 802.3af 또는 High Power 802.3at PoE
표준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스위치나 라우터가 WAP에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액세스 포인
트에서 PoE 전원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단계
 
WAP의 전원 표시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꺼짐(녹색) - 시스템 꺼짐
솔리드(녹색) - 시스템이 켜져 있고 준비됨
깜박임(녹색) - 부팅 또는 시스템 자체 테스트 또는 IP 주소 획득
깜박임(황색) - 하드웨어 오류를 감지합니다.
  

3단계
 
전원 표시등이 꺼진 경우 다른 전원 콘센트에 꽂거나 같은 사양의 다른 전원 어댑터를 사용한 다음
전원 표시등을 다시 확인합니다.전원 어댑터, 전원 콘센트 또는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WAP의 이더넷 표시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꺼짐(녹색) - 링크가 탐지되지 않습니다.
ON(녹색) - 링크가 탐지됩니다.
깜박임(녹색) - 데이터 전송 또는 수신
  

5단계
 
이더넷 표시등이 꺼진 경우 이더넷 케이블의 양쪽 끝이 컴퓨터의 이더넷 포트와 WAP에 제대로 고
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다른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한 후 라이트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연결, 이더넷 케이블 또는 디바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6단계
 
WAP의 무선 표시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wireless/cisco-small-business-500-series-wireless-access-points/smb5482-verify-power-over-ethernet-poe-power-source-standard-on-the.pdf


● 깜박임(녹색) - 무선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7단계
 
위에 언급한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표시등이 켜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WAP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이는
WAP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
십시오.
 
참고:위의 모든 단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는 디바이스를 이미 교체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하드웨어 장애를 식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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