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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WPS(Wi-
Fi Protected Setup) 등록 구성 

목표
 

WPS(Wi-Fi Protected Setup)는 네트워크 보안의 저하 없이 무선 네트워크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WPS가 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 이름, 키 및 기타 다양한 구성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WPS는 새 WPS 가능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하려면 장치
PIN 코드, 일반적으로 8자리 숫자 또는 푸시 버튼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WPS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WAP121
WAP321
  

소프트웨어 버전
 

1.0.3.4
  

클라이언트 등록
 

1단계.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Wireless(무선) > WPS Process(WPS 프로세
스)를 선택합니다. WPS Process(WPS 프로세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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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WAP 디바이스에 무선 클라이언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PIN 등록 — PIN(개인 식별 번호)은 제품 레이블에 있거나 WPS 설정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
다. 
PBC 등록 — PBC(Push Button Configuration)는 제품 또는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통해 수행됩니다.
 

PIN 방법별 클라이언트 등록

PIN 방법을 통해 무선 클라이언트를 WAP 장치에 등록하려면 아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디바이스를 등록할 WPS Instance ID 드롭다운 목록에서 WPS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의 식별자로 사용됩니다.그러나 WAP는 하나의 WPS 인스턴스만 지원합니다.

2단계. PIN 등록 필드에 무선 클라이언트의 PIN을 입력합니다.PIN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하드
웨어에 인쇄되거나 장치의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시작을 클릭하여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참고: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WPS 설정 페이지에
서 WPS의 PI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액세스 포인트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무선 > WPS
설정 선택). WPS PIN 설정 방법 및 기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P121 및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WPS(Wi-Fi Protected Setu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PBC 방법별 클라이언트 등록

PBC 방법을 사용하여 WAP 장치에 무선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려면 아래 단계를 수행하십시
오.

참고:WPS 하드웨어 단추가 있는 무선 장치만 클라이언트 등록 PBC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1단계. 디바이스를 등록할 WPS Instance ID 드롭다운 목록에서 WPS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WAP는 하나의 WPS 인스턴스만 지원합니다.



2단계. 시작을 클릭하여 PBC 등록 방법으로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2분 이내에 클라이
언트 디바이스에서 WPS 하드웨어 버튼을 눌러 WAP에 연결합니다.

인스턴스 정보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정보가 있는 Instance Status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WPS Status — WPS 프로세스가 WAP 디바이스에서 활성화되었는지 또는 비활성화되었는지
를 표시합니다.

●

WPS 컨피그레이션 상태 — WAP 디바이스의 WPS 컨피그레이션 상태를 표시합니다.●

- 구성되지 않음 — VAP(Virtual Access Point) 설정이 WPS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는 상태가 Configured(구성됨)로 변경됩니다.

- 구성됨 — 외부 등록자가 VAP 설정을 구성할 수 없으며 현재 컨피그레이션을 유지함을
나타냅니다.

Transaction Status — WAP 디바이스와 무선 클라이언트 간의 현재 트랜잭션 상태를 표시합니
다.등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거래 상태가 없음에서 성공으로 변경됩니다.

●

WPS Operational Status — 현재 WPS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에서 PIN을 입력하면 WPS Operational Status(WPS 운영 상태)가 Adding Enroller(등록자 추가
)로 변경됩니다.등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WPS Operational Status(WPS 운영 상태)가
Ready(준비)로 변경됩니다.

●

AP 잠금 상태 — 현재 인스턴스가 잠금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며, 이 경우 네트워크 외부
의 다른 등록자를 차단합니다.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임시 — 디바이스가 일시적으로 잠기며 잠금 기간이 표시됩니다.

- 영구 — 디바이스가 영구적으로 잠깁니다.

Failed Attempts with Invalid PIN(유효하지 않은 PIN을 사용한 시도 실패) - 올바르지 않거나 잘
못된 비밀번호로 인해 인증이 실패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정보가 있는 Instance Summary(인스턴스 요약) 영역으로 이동합니
다.

WPS VAP — WPS 인스턴스와 연결된 VAP(Virtual Access Point) ID를 표시합니다.VAP는 무
선 LAN을 세그먼트화하고 하나의 물리적 디바이스에서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시뮬레이션하는
VLAN(Virtual LAN)과 동일한 무선입니다.

●

SSID — WPS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SSID를 표시합니다.SSID는 무선 LAN을 식별하는 데 사
용됩니다.

●

보안 — WPS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보안 유형을 표시합니다.●

1단계. (선택 사항) 새로 고침을 눌러 페이지의 최신 상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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