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361 Wireless-AC N Dual Radio Wall Plate
Access Point with PoE의 제품 사양 

 
목표
 

WAP361 Wireless-AC/N Dual Radio Wall Plate Access Point with PoE는 커버리지와 사용자
용량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 듀얼 밴드 라디오를 사용합니다.PoE(Power over Ethernet)를 사
용하는 기가비트 이더넷 LAN 인터페이스는 유연한 설치를 촉진하고 배선 및 배선 비용을 절
감합니다.
 
방문자 및 기타 사용자에 대한 매우 안전한 게스트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WAP361은 여러
인증 옵션과 권한, 역할 및 대역폭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종속 포털을 지원합니다.캠
퍼스 내에서 원활한 로밍을 위해 WAP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단일 IP 주소를 통해 관리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PoE를 사용하는 WAP361 Wireless-AC/N Dual Radio Wall Plate 액세스 포인
트의 제품 사양을 설명합니다.
 
참고:WAP361 Wireless-AC/N Dual Radio Wall Plate Access Point with Po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bkb.cisco.com/CiscoSB/ukp.aspx?login=1&pid=2&app=search&vw=1&articleid=5474


제품 사양
 

 
네트워크 기능
 

보안
 

성능
 

사양 설명
케이블 유형 범주 5e 이상
안테나 벽면 설치에 최적화된 내부 안테나
운영 체제 리눅스

물리적 인터페이스

사양 설명

포트 5 - 10/100/1000 이더넷, 802.3at 지원PoE 지원은
포트 5개가 아닌 포트 1개에만 적용됩니다.

단추 재설정 버튼
LED 다기능 LED 1개

마운팅 및 물리적 보안

여러 마운트 옵션 장착 브래킷(장착 브래킷 포함) - 쉬운 천장 또는 벽
면 장착

물리적 사양
물리적 크기
(가로 x 세로 x 두
께)

6.5 x 4.33 x 1.8인치(165 x 110 x 45.75mm)

무게 1.06파운드 또는 480g

사양 설명
VLAN 지원 관리 VLAN 1개 + SSID용 VLAN 16개(무선당)
VLAN 수 예
802.1X 신청자 예
SSID-VLAN 매
핑 예

자동 채널 선택 예
스패닝 트리 예
로드 밸런싱 예

IPv6
예
IPv6 호스트 지원
IPv6 RADIUS, syslog, NTP(Network Time Protocol)

레이어 2 802.1Q 기반 VLAN, 32개의 활성 VLAN 및 1개의 관리
VLAN

사양 설명
WPA, WPA2 예(엔터프라이즈 인증 포함)

액세스 제어 예, ACL(Management Access Control List) +
MAC ACL

안전한 관리 HTTPS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
탐지 예

사양 설명



무선 처리량 최대 1.2Gbps의 데이터 속도(실제 처리량은
달라질 수 있음)

권장 사용자 지원 최대 128명의 연결 사용자, 라디오당 32명
의 활성 사용자

다중 액세스 포인트 관리
단일 지점 설정 예
클러스터당 액세스 포인
트 수 8

클러스터당 활성 클라이
언트 240

관리

관리 프로토콜 웹 브라우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v3, Bonjour

원격 관리 예
이벤트 로깅 로컬, 원격 syslog, 이메일 알림
네트워크 진단 로깅 및 패킷 캡처

웹 펌웨어 업그레이드 웹 브라우저를 통해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
능,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구성 파일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클라이언트

IPv6 호스트 예
HTTP 리디렉션 예

무선
빈도 듀얼 동시 무선 장치(2.4GHz 및 5GHz)

무선 및 변조 유형

듀얼 라디오,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IEEE 802.11
a/n:OFDM(BPSK/QPSK/16QAM/64QAM/2
56AM)
IEEE
802.11ac:OFDM(BPSK/QPSK/16QAM/64Q
AM/256QAM)

WLAN

802.11n/ac
2x2 MIMO와 5GHz의 공간 스트림 2개
2x2 MIMO, 2.4GHz의 공간 스트림 2개 포함
802.11ac용 20Mhz, 40Mhz 및 80Mhz 채널
802.11n의 경우 20Mhz 및 40Mhz
최대 1.2Gbps의 PHY 데이터 속도
802.11 DFS(동적 주파수 선택)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802.11a/b/g:
54, 48, 36, 24, 18, 12, 9, 6, 11, 5.5, 2 및
1Mbps
802.11n:6.5~300Mbps:
20MHz 대역폭:지원되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MCS 0-15
40MHz 대역폭:지원되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MCS 0-15
802.11ac:6.5~867Mbps:
20MHz 대역폭:지원되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MCS 0-9
40MHz 대역폭:지원되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MCS 0-9
80MHz 대역폭:지원되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MCS 0-9

송신기 출력 전원 2.4GHz, 5GHz
시스템 메모리 256MB RAM

128MB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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