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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Cisco Aironet 340 및 350 Wireless LAN Client Adapters용 Windows 2000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 설치에 대한 확장된 안내서입니다.이 설치는 설치 마법사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
트 어댑터 소프트웨어의 레거시 버전을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Windows 98, 2000, Me, NT 또는
XP를 사용하는 Cisco Aironet 무선 LAN 클라이언트 어댑터에 대한 최신 번들 파일이 필요한 경우
Aironet 클라이언트 어댑터 설치 마법사(등록된 고객만 해당)로 이동합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
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 for Aironet Client Adapters의 3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여기에 설명된 설치 방법은 Windows 95, Windows 98 및 Windows NT에 사용되는 설치 방법
과 유사합니다.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Windows 95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
설치, Windows 98용 드라이버 설치 또는 Windows NT용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설치를 완료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Cisco Aironet 340 또는 350 시리즈 클라이언트 어댑터 카드●

Windows 2000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는 클라이언트 어댑터 카드와 함께 제공된 CD-ROM에서
찾거나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PlatformList.x?sftType=Aironet+Client+Installation+Wizard+%28Firmware%2C+Driver%2C+Utility%29&mdfid=268438202&treeName=Wireless&mdfLevel=Model&url=null&modelName=Cisco+Aironet+350+Wireless+LAN+Client+Adapter&isPlatform=Y&treeMdfId=278875243&modifmdfid=null&imname=&hybrid=Y&imst=N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eb8.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5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eb8.shtml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_350/350cards/pc350hig/pc_ch3.htm#xtocid267728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_350/350cards/pc350hig/pc_ch3.htm#xtocid267729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pub/Redirect.x?mdfid=278875243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을 실행하는 Toshiba Tetra 8000 노트북 컴퓨터●

펌웨어 버전 4.23과 함께 로드된 Cisco Aironet Client Adapter AIR-PCM342●

NDIS(Network Driver Interface Specification) 드라이버 버전 6.64●

Aironet Client Utility 버전 4.15●

최신 버전의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설치도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340 시리즈 및
350 시리즈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Windows용 Cisco Aironet Wireless LAN Client Adapters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설치에 유용한 기타 최신 정보는 340 시리즈 및 350 시리즈의 릴리즈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지워진(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먼저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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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설치

참고: 올바른 드라이버가 있는 CD-ROM이 없는 경우 컴퓨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Cisco
Aironet 클라이언트 어댑터로 교체하기 전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십시오.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경우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는 아카이브를 임시 폴더로 확장하고 C:\temp과 같은 폴더 경로를 확인
합니다.

PC 카드 설치

다음 단계에 따라 PC 카드를 설치합니다.

PC 카드를 검사합니다.카드의 한쪽 끝에는 듀얼 행 68핀 PC 카드 커넥터가 있습니다.카드는1.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net/adapters/windows/incfg/index.htm
//www.cisco.com/en/US/docs/wireless/wlan_adapter/350_cb20a/user/windows/1.0/configuration/guide/incfg.html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net/adapters/windows/index.htm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_350/350cards/windows/index.htm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PC 카드 슬롯에 한 가지 방법만 삽입할 수 있도록 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Cisco 로고가 위를 향하도록 PC 카드를 들고 PC 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완전히 장착되도록
충분한 압력만 바르세요.주의: PC 카드를 컴퓨터의 PC 카드 슬롯에 꽂지 마십시오.이렇게 하
면 카드와 슬롯이 모두 손상될 수 있습니다.

2.

PC 카드가 쉽게 삽입되지 않으면 카드를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합니다.3.

PCI 클라이언트 어댑터 설치

PCI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PC 및 모든 해당 구성 요소를 끕니다.1.
컴퓨터 덮개를 분리합니다.2.
빈 PCI 확장 슬롯 위의 CPU 후면 패널 상단에서 나사를 제거합니다.이 나사는 후면 패널의 금
속 브래킷을 고정합니다.참고: 대부분의 펜티엄 PC에서 PCI 확장 슬롯은 흰색입니다.슬롯 식
별에 대해서는 PC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검사합니다.어댑터가 설치되면 안테나 커넥터 및 LED가 컴퓨터 바깥쪽
을 향하고 덮개를 교체할 때 표시됩니다.어댑터의 아래쪽 가장자리는 컴퓨터의 빈 확장 슬롯
에 삽입하는 커넥터입니다.주의: 정적 전기는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정
전기 방지 패키지에서 어댑터를 분리하기 전에 접지된 PC의 금속 부분을 만져 정전기를 방전
시킵니다.

4.

CPU 뒷면 패널의 개구부 사이로 안테나 커넥터 및 LED가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어댑터를 기
울입니다.커넥터가 단단히 장착될 때까지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빈 슬롯에 누릅니다.주의: 어
댑터를 확장 슬롯에 강제로 넣지 마십시오.이렇게 하면 어댑터와 슬롯이 모두 손상될 수 있습
니다.어댑터가 쉽게 삽입되지 않으면 어댑터를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합니다.

5.

CPU의 후면 패널에 나사를 다시 설치하고 컴퓨터 덮개를 교체합니다.6.
2dBi 안테나를 어댑터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하여 손가락을 꽉 조입니다.과도하게 조이지 마
십시오.최적의 수신을 위해 안테나를 똑바로 올려놓습니다.

7.

컴퓨터를 부팅합니다.8.

드라이버 설치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컴퓨팅 장치에 삽입하면 Windows 2000에서 자동으로 장치를 감지하고
새 하드웨어 발견 창을 간단히 표시합니다

. 장치 드라이버 업
데이트 마법사 창이 열리고 드라이버 설치 과정을 안내합니다.Cisco Aironet Series Wireless
LAN Adapters CD-ROM이 있는 경우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참
고: 드라이버, 펌웨어 또는 유틸리티가 없거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려면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등록된 고객만 해당)로 이동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1.

Install Hardware Device Drivers(하드웨어 장치 드라이버 설치) 창이 열리고 마법사가 수행할2.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pub/Redirect.x?mdfid=278875243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pub/Redirect.x?mdfid=278875243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작업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Search for a approved driver for my device(내 장치에 적합한
드라이버 검색(권장))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마법사에서 드라이버 파일을 검색할 적절한 위치를 선택합니다.플로피 디스크에서 설치하는
경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추출된 드라이버
파일이 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고 다음을 클릭합니다.CD-ROM에
서 설치하는 경우 CD-ROM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Cisco
Aironet Series Wireless LAN Adapters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넣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하드 드라이브의 폴더에서 설치하는 경우 위치 지정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그런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3.



위치 지정을 선택한 경우 마법사는 드라이버 파일의 위치를 쿼리합니다.파일을 추출한 폴더의
경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참고: 이 쿼리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CD-ROM
드라이브를 선택했지만 다음 을 클릭하기 전에 해당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
나타납니다.적절한 디스크를 넣고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
마법사가 설치 파일을 찾아 클라이언트 어댑터 드라이버를 표시하면 다음을 클릭하여 필요한
파일을 복사합니다
.

4.



Windows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

5.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을 제거합니다.6.
내 컴퓨터, 제어판, 시스템을 두 번 클릭합니다.시스템 속성 창에서 하드웨어 탭을 선택하고 장
치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7.



.
장치 관리자 창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Cisco Systems Wireless LAN
Adapter 디바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Properties(속성)를

8.



선택합니다.
속성 창에서 고급 탭을 선택합니다.왼쪽의 Property(속성) 열에서 Client Name(클라이언트 이
름)을 선택한 다음 Value(값) 필드에 고유한 클라이언트 이름을 입력합니다.클라이언트 이름
은 데모 용도로만 여기에 표시됩니다.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올바른 클라이언트 이름
을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



.
Property(속성) 열에서 SSID를 선택합니다.Value(값) 필드에 네트워크의 RF(대/소문자 구분)
SSID를 입력합니다.기본 SSID 쓰나미는 데모용으로만 표시됩니다.입력할 올바른 SSID를
확인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확인을 클릭하여 속성 창을 닫습

10.



니다.
컴퓨터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으면(네트워크 관리자에게 확인)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내 컴퓨터, 제어판, 네트워크 및 전화 접속 연결을 두 번 클릭합니다
.로컬 영역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에서 특성(Properties)을 선택

합니다. 구성 요소 목록에서 인

11.



터넷 프로토콜(TCP/IP)을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하고 컴퓨터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이 정보
는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습
니다.

12.

유틸리티 설치

Windows 2000용 적절한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Aironet Client Utility(ACU), LSM(Link Status Meter)
및 CEM(Client Encryption Manager) 유틸리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LSM 및 CEM 유틸리티는 ACU 버전 5.01 이상으로 병합됩니다.ACU 버전 5.01 이상을 사용하
는 경우 이러한 유틸리티를 별도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ACU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구성하고 서버 기반 인증을 활성화하며 WEP(Wired
Encryption Privacy)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LSM은 문제 해결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CEM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어댑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WEP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컴퓨터에 CD-ROM 드라이브가 없거나 Cisco Aironet Series Wireless LAN Adapters CD가
없는 경우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에서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Windows 2000용 클라이언트 유틸리티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pub/Redirect.x?mdfid=2788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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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인 Windows 프로그램을 모두 닫습니다.1.
CD-ROM에서 설치하는 경우 Cisco Aironet Series Wireless LAN Adapters CD-ROM을 CD-
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한 경우 다운로드한 패키지의 파일을 임시 폴

더로 추출합니다.

2.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하여 유틸리티 설정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CD-ROM에서 유틸리티
를 설치하는 경우 시작 > 실행을 선택하고 다음 경로를 입력합니다(여기서 E 는 CD-ROM 드
라이브의 문자).E:\Utilities\ACU\setup.exeCD-ROM의 다른 버전은 E:\utils\setup.exe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
티를 다운로드한 경우 시작 > 실행을 선택하고 파일을 추출할 임시 폴더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아래 예는 c:\temp\Setup.exe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

3.

시작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4.



.
Authentication Method(인증 방법) 창에서 사용자의 위치에서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 선
호하는 서버 기반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기본값 없음을 선택하면 클
라이언트 어댑터에 대해 서버 기반 인증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클라이언트 유틸리티를 설치
한 후 보안 기능을 구현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WEP 키를 사용하여 일부 보안 수준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CEM을 사용하여 WEP 키를 설정하고 ACU를 통해 WEP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Cisco Aironet Wireless LAN Adapters Software Configuration Guide를 참조하거
나 WE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LEAP를 선택하면 LEAP가 클라이언트 어댑터에서 활성화되고
EAP 지원 RADIUS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실행됩니다.LEAP가 활성화되고 컴퓨터가 재부팅되
면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RADIUS 서버에 인증되고 네트워크 로그온을 사용하며 세션 기반
WEP 키를 받습니다.EAP는 모든 버전 또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EAP를 사
용 할 수 있고 선택 하는 경우 EAP는 EAP가 활성화 된 RADIUS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실행 한
클라이언트 어댑터에서 활성화 합니다.컴퓨터에서 EAP가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 않
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EAP가 활성화되고 컴퓨터가 재부팅되면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RADIUS 서버에 인증하고 네트워크 로그온을 사용하고 세션 기반 WEP 키를 받습니

5.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net/adapters/pc340sc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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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 요소 선택 창에서 설치할 클라이언트 유틸리티를 선택하고 설치하지 않을 클라이언트 유
틸리티를 선택 취소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6.

Select Program Folder(프로그램 폴더 선택) 화면에서 Next(다음)를 클릭하여 클라이언트 유7.



틸리티의 아이콘을 Cisco Aironet 폴더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설정 완료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5단계에서 서버 기반 인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Aironet Client Utility 시작을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클라이언트 어댑터를 구성할 수 있도
록 ACU가 열립니다

. 5
단계에서 LEAP 또는 EAP 서버 기반 인증을 선택한 경우 Yes, I want to restart my computer
now(예, 지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CD-ROM 드라이브에서 CD-ROM을 제거한 후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컴퓨터가 재부팅되면 네트워크 로그온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
호를 입력합니다.위의 EAP 및 LEAP 섹션에 설명된 일련의 이벤트 후에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서버에 인증하고 세션 기반 WEP 키를 수신합니다. 단,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EAP 지원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유틸리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각 유틸리티를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Cisco Aironet Wireless LAN Adapters Software Configu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8.

설치 확인

적절한 드라이버 및 클라이언트 유틸리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려면 데스크톱에서 ACU 아
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ACU를 엽니다.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Aironet Client Utility 화면의 왼
쪽 하단 모서리가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인증되었고 세션 기반 WEP 키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클라이언트 어댑터에
서 LEAP 또는 EAP를 활성화한 경우) 바탕 화면의 시스템 트레이를 확인하십시오.연결된 두 대의
컴퓨터와 같은 WepStat 아이콘이 시스템 트레이에 나타나며 LEAP 또는 EAP가 인증되고 WEP가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또한 ACU의 네트워크 보안 화면에서 LEAP 또는 EAP 및 WEP 사용이
선택됩니다.자세한 내용은 WE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ireless/aironet/adapters/pc340sc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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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Cisco Aironet Wireless LAN Client Adapter●

무선 지원 리소스●

Cisco Software Center for Wireless 제품(등록된 고객만 해당)●

WEP 구성●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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