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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및 MMDS(Microwave
Multipoint Distribution System) 밴드의 P2MP(Point-to-Multipoint) 제품에 대해 헤드엔드
(uBR7200)에서 구성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빈도를 나열합니다.사용 가능한 모든 빈도를 보여 주는
빠른 참조 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명령줄 사용●

이 문서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라우터에서 특별 권한 EXEC("활성화")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uBR7223, uBR7246, uBR7246VXR 제품●

Fixed Wireless P2MP를 지원하는 모든 버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UNII 주파수 밴드

BAND A

Low - 5730000, 5733000, 5736000, 5739000, 5742000, 5745000, 5748000

High - 5778000, 5781000, 5784000, 5787000, 5790000, 5793000, 5796000

BAND B

Low - 5754000, 5757000, 5760000, 5763000, 5766000, 5769000, 5772000

High - 5802000, 5805000, 5808000, 5811000, 5814000, 5817000, 5820000

MMDS 주파수 대역(미국만 해당)

2503000, 2509000, 2515000, 2521000, 2527000, 2533000, 2539000, 2545000,

2551000, 2557000, 2563000, 2569000, 2575000, 2581000, 2587000, 2593000,

2599000, 2605000, 2611000, 2617000, 2623000, 2629000, 2635000, 2641000,

2647000, 2653000, 2659000, 2665000, 2671000, 2677000, 2683000

참고: 듀플렉서가 지원하는 밴드 계획을 결정하십시오. 이 계획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파
수 중 어떤 주파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정보

무선 제품 지원 페이지●

무선 기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tsd_products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tech/tk72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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