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rohive AP230 

Aerohive AP230는 802.11a/b/g/n/ac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무선신호(radios)를 가지며, 

모든 모드에서 Frame Burst 기능을 옵션으로 지원합니다. AP230은 802.11n MIMO 스트림 3개와 

802.11ac/n MIMO 스트림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최대 데이터 율(data rates)은 2.4 GHz, 802.11n/g 

모드에서 최대 450 Mbps, TurboQAM이 가능한 2.4 GHz 802.11n 모드에서 600 Mbps 이며, 5 GHz 

802.11ac 모드에서는 1.4 Gbps 입니다. 이들 장치들은 모두 레거시 802.11a/b/g 무선신호도 지원

합니다. AP230은 10/100/1000 Mbps 이더넷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장치는 높은 처리능력

과 강력한 보안 성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Aerohive AP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erohive APs 소개"를 참고합니다. 

AP의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는 " Aerohive APs에 대한 초기 설정 지침" 을 참고합니다. 

 

적합성 선언 규정 

본 섹션의 적합성 준수 선언은 Aerohive AP230 장치들에 적용합니다.  

 

적합성 준수 선언 

AP230에 다음의 적합성 준수 정보를 적용합니다.  

해당무선설비기기는 운용 중 전파혼신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안내문 

                            

                              A 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P230 설치 

다음 항들에서는 Aerohive AP230을 설치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하며, Hive Manager에서 관리를 시
작하는 방법 방법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 지침들은 두 모델들에 모두 적용합니다.  

운송용 상자 구성물 

AP230 access point 운송용 상자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P230 새시 

• Aerohive 일반 퀵스타트 가이드 

• 다음의 같은 구성의 하드웨어 액세서리 키트: 

  • 안전 나사 2개 

  • 크로스-헤드 나사 2개 

  • USB 커버 안전 나사 1개 

  • 앵커를 갖춘 벽-설치 나사 3개 

  • 벽-설치 또는 대각선 천장 설치 브래킷 

  • 안전 브래킷 2개 

  • 접착형 고무 발 4개 

설치 지침은 " AP230 설치 "를 참고합니다.  

장치의 보안에 대해서는 " AP230 잠금"을 참고합니다. 

상대 표시기에 대한 정보는 "상태 표시등"을 참고합니다. 

 

 

 

 

 

 

 

 



AP230 설치 

AP230은 장치와 함께 제공된 접착형 고무 발을 사용해서 평평한 표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AP230은 벽이나 천정 그리드 트랙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들에서는 설치 방법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면 설치 

AP230을 그 자중(1.6 lb 또는 0.73kg)을 지지하며 벽-설치 나사를 설치할 수 있는 수직 또는 수평 

표면(건식 벽체 천정 같은)에 부착합니다. 표면 설치의 첫 번째 단계는 브래킷의 두 구멍을 이용

해서 대각형 설치 브래킷을 벽에 설치하는 것 입니다. 브래킷의 바닥(골이 있는) 측을 아래 그림

처럼 향하게 부착합니다(브래킷의 윗면에 Aerohive 로고 아이콘이 양각되어 있다). 브래킷을 탬플

레이트 처럼 사용해서 설치 구멍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벽에 해당되는 구멍을 뚫습니다. 두 개의 

벽 설치 나사를 이용해서 브래킷(그리고 필요 시 플라스틱 앵커를)을 설치합니다. 장치의 케이블

을 벽 안쪽에서 연결하는 경우, 케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구멍을 뚫습니다.  

장치 바닥의 설치 탭과 브래킷의 해당되는 탭 누름부를 맞춰서 장치를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탭 

누름부의 가장자리(edge) 아래로 탭을 밀어 넣고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브래킷 상에서 장치를 

회전시킵니다.  

 

 

 

 

 

 

 

 

 

 

 

 

 

 

 

 



 

 

 

 

 

 

 

 

 

 

 

 

 

 

 

그림처럼 밑면이 벽을 등지도록 대
각형 설치 브래킷을 설치한다.  

벽 나사 2개를 사용해서 대각형 설
치 브래킷을 설치한다. 필요 시, 나사 
앵커를 쓴다.  

브래킷을 탬플레이트처럼 사용해서 
벽에 구멍을 두 개 표시하고 뚫는다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일자 드라이버를 장치 뒤에 넣고 장치 바닥의 설치 클립들 중 하나

를 눌러서 장치를 브래킷에서 분리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브래킷에서 장치를 제거할 수 있게 된 

뒤에, 장치를 가볍게 돌리고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다른 설치 클립도 분리한다.  

 

 

 

 

 

 

 

 

 

천장 트랙 설치 모습 

 

 

 

설치 클립 

설치 클립 

브래킷 

설치 나사 

벽 또는 천장 



AP230은 천장의 표준 15/16" 폭 트랙(2.38cm) 상에 정사각 또는 대각선 형태로 설치할 수 있습

니다. 대각형 설치에는 대각형 설치 브래킷이 필요하며, 이는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본 항에서

는 두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사각형 천장 트랙 설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장 트랙의 가장자리에 설치 탭을 끼운 뒤, 설치 클립이 트랙 가장자

리에 딸칵 소리가 나면서 끼워질 때까지 장치를 약간 회전시킵니다.  

 

 

 

 

 

 

 

 

 

 

 

 

정사각형 설치;  
장치를 거꾸로 잡고 설치 클립을 트랙의 가
장자리에 끼운다.  
 

대각형 설치;  
장치를 거꾸로 잡고 설치 클립을 브라켓의 가
장자리에 끼운다.  
 

대각형 
설치 

브라켓 

천장트랙 



 

 

 이들 장치들은 9/16(1.34 cm) 트랙에 맞게 설계된 브래킷을 사용해서 비-표준 또는 매립형 

천장 트랙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브래킷들은 Aerohive (AH- ACC-BKT-80211AC-KIT)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각형 천장 트랙 설치 

다음의 단계와 그림들에 따라 AP230을 표준 천장 트랙에 대각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장치의 설치 탭을 대각형 브래킷의 평평한 가장자리에 대고 밀어서 대각형 브래킷을 장치에 

부착한다.  

2. 장치의 설치 클립이 딸깍 소리를 내면서 브래킷 가장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브래킷을 회전시킨

다.  

 

 

 

 

 

장치와 브래킷 어셈블리를 천장에 매립된 브래킷
(청색)에 대고 누르면서 AP 상의 설치 탭 아래에 
브래킷의 가장자리를 밀어서 끼운다.  
 

설치 클립이 매립된 천장 브래킷(청
색) 상에 딸깍하고 소리가 날 때까
지 장치를 회전시킨다.  
 

천장트랙 

참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은  
나타내지 않는다. 



 

3. 장치를 거꾸로 잡고 대각형 브라켓의 설치 클립을 천장 트랙 가장자리에 끼운다. 아래쪽에서부

터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설치 탭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장치를 트랙에 대고 부드럽게 누르면서 설치 클립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끼워질 때까지 돌린

다.  

 

 

AP230 잠금 

장치 측면의 락 슬롯에 Kensington® 락(lock), 혹은 장치와 함께 제공된 안전 브래킷이나 크로스

헤드 나사 또는 안전 나사를 사용해서 AP를 천장 트랙이나 벽에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

습니다.  

 

 

 

 

 

 

 

장치와 브래킷 어셈블리를 천장에 매립된 브래
킷(청색)에 대고 누르면서 브래킷의 설치 탭 아
래에 트랙의 가장자리를 밀어 끼운다. 

설치 클립이 매립된 천장 트랙에 딸깍하고 소
리가 나면서 설치될 때까지 장치를 회전시킨다.  
 

참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은  
나타내지 않는다. 

천장트랙 



 

안전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6 안전나사용 스패너 인서트 비트와 비트에 사용할 드라이버가 필

요합니다. 이들 비트들은 Aerohive 에서 3세트(AH-ACC-SEC-BIT-330-AP350-3PK)로 이용할 수 있
습니다. 크로스헤드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크로스헤드 드라이버나 드라이버 비트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치 위치에서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에 따릅니다.  

1. 일단 장치가 벽이나 천장 트랙에 설치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 안전 브라켓을 설

치한다. 브라켓을 설치 클립 아래로 밀어서 트랙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벽-설치형 장치를 위한 안전 나
사를 여기에 설치한다.  
 

정사작 천장 설치부를 잠그기 위해, 장치 
뒤의 설치 클립 아래에 안전 브라켓을 
삽입한다. 참고. 그림에는 대각형 브라켓
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는 정사각형 
설치에 사용되지 않는다.  
 

대각형 위치로 설치하는 천장 설
치형 장치를 위한 안전 나사를 
여기에 설치한다.   

대각형 천정 설치부를 
잠그기 위해, 안전 브라
켓을 대각형 설치 브라
켓의 설치 클립 아래에 
삽입한다.  
 

장치 뒷면의 내장식 정사각 설치 클
립 및 탭  
 
 

정사각형 천장 설치용 장치
를 위한 안전 나사를 여기
에 설치한다.  
 
 

벽-설치형 장치를 위한 안전 나
사를 여기에 설치한다.  
 

대각형 설치 브라켓(정사각형 천장 
설치에는 필요하지 않다) 
 

천장트랙 



2. 안전 나사나 크로스헤드 나사를 브래킷의 안전 구멍에 설치하고 적절한 도구로 나사를 조인다. 

 

Aerohive는 다양한 Kensington 락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AP230 연결 

AP230을 전원 및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1. AP의 ETH0에서 스위치로 표준 RJ45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스위치에서 PoE(이더넷 전원)를 제공하는 경우, AP에서 스위치까지의 케이블 연결 시 수초 내

에 AP에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스위치가 PoE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AC/DC 파워 어댑터, 파워 

서플라이, 또는 PoE 인젝터(모두 액세서리로 사용 가능)를 이용한다. Aerohive 액세서리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는 Aerohive 대리점에 연락한다.  

3. AP에 전원이 공급된 뒤, AP는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찾고 HiveManager와 연결하려고 시

도한다. 이 과정은 약 5분이 소요된다. 모니터 항의 All Device 페이지에 AP가 나타날 때면, 초기 
설정이 완료되어 HiveManager로 AP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4. 약 10분이 넘도록 HiveManager GUI에 AP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Aerohive 제품 설명서와 컴

퓨터-기반의 교육 모듈을 보고 어떻게 AP가 HiveManager에 연결을 시도하는지 이해한 뒤, 연결

을 확립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이들 지침들은 www.aerohive.com/techdocs. 
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드웨어 요소들 

아래의 그림에서 AP230의 하드웨어 요소들을 보고, 다음의 항들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연방 방사선 노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 장치들은 인체로부터 적어도 9.05" (23cm)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요소 설명 

 
• 상태표시등: 상태 표시등은 시스템 파워, 펌웨어 업데이트, 이더넷 및 무선 인터페이스 활성도 
그리고 주요 경고들에 대한 작동 상태를 나타낸다. 보다 상세한 것은, "상태표시등"을 참고한다.  
• 콘솔 포트: RJ 45 콘솔 포트와 시리얼 연결을 통해 CLI에 접근할 수 있다. "콘솔 포트"를 참고한
다 
• 전원 커넥터: AP230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2가지 이다. 첫 번째는 AC/DC 파워 어댑터(옵션
으로 제공)를 12V(1.1A) DC 커넥터에 연결함으로써 장치를 100-240 volt AC 전원에 연결할 수 있
다. 두 번째로는 802.3af 및 802.3at 표준과 호환되는 PSE(전원 장비)의 ETH0 포트를 통해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on/off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들 장치들은 전원에 연결할 때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된다.  
• 이더넷 포트: 10/100/1000-Mbps RJ45 Ethernet 포트 —ETH0 및 ETH1는 10/100/1000Base-T/TX
과 호환되며, 자동으로 연결 장치와 반 및 전-이중(duplex) 연결을 협상(negotiate)한다. 이들 포트
들은 스트레이트 및 크로스오버 이더넷 케이블을 자동 감지 및 조정한다. ETH0 포트는 PoE를 지
원한다. "이더넷 포트"를 참고한다. 
•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은 장치를 리부트 하거나 공장 디폴트 설정으로 리셋할 수 있게 해준다. "
리셋 버튼"을 참고한다 
• 안테나: AP230은 6개의 내부 싱글-밴드 안테너를 갖추고 있다. 2.4GHz 안테나(802.11a/b/g/n)는 
2-5 dBi 게인을 갖는다. 5GHz 안테나(802.11a/b/g/b/ac)의 게인은 3-6 dBi이다. 모든 안테나들은 
무지향성이며 모든 방향으로 고른 범위를 제공한다.  
• USB 모뎀 포트: Type-A USB 2.0 포트(USB 1.1과 하위버전 호환)로는 무선 3G/4G USB 모뎀 연
결이 가능해서 WAN 연결에 대한 보조 기능을 수행한다. 모뎀 포트는 보호 커버로 감춘다. "USB 
모뎀 포트"를 참고한다. 
• 잠금 슬롯: AP를 천장트랙이나 평평한 표면에 설치할 때, Kensington® 락(lock), 혹은 장치와 함
께 제공된 안전 브래킷이나 크로스헤드 나사 또는 안전 나사를 사용해서 AP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다. . "잠금 슬롯"을 참고한다. 

 

 

 

상태표시등 

 잠금 슬롯   이더넷 포트       전원 커넥터     콘솔 포트          USB 모뎀        리셋 핀홀 
             포트                                                 포트 커버 
            (ETH0은 PoE, 
            가 없고, ETH1 
            은 PoE를  
            갖춘다.  



상태표시등 

 

상태표시등은 시스템 파워, 펌웨어 업데이트, 이더넷 및 무선 인터페이스 활성도 그리고 주요 경

고들에 대한 작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AP230은 상단 코너와 새시 한쪽 아래에 직사각형 상태표시 

막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은 활성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꺼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상태 표시기가 고장인 상태 

  황색(점멸): 이는 장치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원  

  을 차단하지 않는다  

  황색(점등): 이는 CAPWAP 연결이 성공적으로 확립되지 못했거나, 장치가 부팅 또는 중단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백색: 전원이 켜지고, 성공적으로 CAPWAP 연결이 이뤄졌으며,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콘솔 포트 

콘솔 포트를 통해, 사용자의 관리 시스템과 AP 간에 시리얼 연결이 가능합니다. RJ45 콘솔 포트를 

사용해서 장치를 연결할 때, 연결할 장치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에서는 반드시 Tera Term Pro© (무

료 터미널 에뮬레이터) 또는 Hilgraeve HyperTerminal® (XP 이전의 Windows® 운영 체계를 갖춘 

경우)같은 VT100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리얼 연결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600 bits/sec, 8 data bits, 패리티 없음, 1 정비 비트, 흐름제어 없음.  

콘솔 포트의 핀-신호 매핑은 "Aerohive 장치 핀 할당"을 참고합니다.  

 

이더넷 포트 

AP230은 자동으로 반 및 전-이중 연결을 협상하는 두 개의 RJ45 10/100/1000Base-T/TX Ethernet 

ports (Eth0 및 Eth1)를 갖습니다. 이들 포트들은 스트레이트 및 크로스오버 표준 Cat3, Cat5, 

Cat5e, 또는 Cat6 이더넷 케이블을 자동 감지 및 조정합니다. AP는 802.3af 표준을 충족하는 

PSE(전원 장비)의 ETH0 포트와의 이더넷 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스위치나 라우터에 내장하거나 이더넷 라인으로 AP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설치한 

장치를 통할 수 있습니다. PoE 포트가 자동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더넷 케이블의 단자 

처리는 스트레이트나 크로스오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B LTE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면, 802.3at 표준 PoE 및 PSE를 이용해야 합니다.  

 

PoE 인젝터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Aerohive에서 아래와 같은 옵션 액세서리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AH-ACC-INJ-20W-EU 

• AH-ACC-INJ-20W-US 

• AH-ACC-INJ-20W-AU 

 

 

 



• AH-ACC-INJ-20W-IL 

 

AP가 AC 전원 및 PSE에 모두 연결되는 경우, AC 전원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장치가 그 전원에서 

전력을 잃는 경우, 자동으로 PoE로 전환되며, AC 전원이 다시 공급되는 경우엔 AP는 자동으로 

AC로 복원됩니다.  

 

 AP가 하나의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될 때면, 항상 재부팅됩니다.  

 

리셋 버튼 

장치를 리셋하고 공장 디폴트 설정을 복원하기 위해 리셋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클립

이나 유사한 도구를 리셋 핀 홀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장치를 재부팅하기 위해서는 5초간 리

셋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눌렀다가 놓으면, 표시등이 꺼졌다가 점점 황색이 되면서 펌웨어가 로

드되고 시스템은 자체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AP가 

HiveManager 에 연결된 뒤에, 상대표시등은 점차 흰색이 됩니다.  

리셋 버튼으로 설정을 리셋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명령을 입력합니다. no reset-

button reset-config-enable. 이 명령이 내려지면, 5초 동안 버튼을 눌렀을 때 AP가 여전히 재부팅

되긴 하지만 10초 이상 누르면 그 설정을 리셋하지 않게 됩니다.  

 

USB 모뎀 포트 

USB 모뎀 포트(USB 1.1과 하위버전 호환)는 사용자가 무선 3G/4G USB 모뎀을 연결해서 WAN 연

결에 대한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포트는 위의 하드웨어 요소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보호 커버로 덮을 수 있습니다. 포트를 보호하기 위해, 포트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커버를 닫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제품과 

같이 제공된 안전 나사로 잠글 수 있습니다.  

 

 안전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6 안전나사용 스패너 인서트 비트와 비트에 사용할 드라이버

가 필요합니다. Aerohive에서는 AP121, AP141, AP230, AP330, AP350, AP370, 및 AP390 모델용으

로 3세트의 비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규격 

AP230의 규격 범위들을 이해하는 것이 최적의 배치 및 장치 운용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의 규격들

에서는 물리적인 특징과 하드웨어 요소들, 파워 어댑터 및 PoE 전원 요건, 그리고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치 규격 

 

• 새시 치수: 7.25" W x 2.12" H x 7.25" D (184 mm W x 54 mm H x 184 mm D) 

• 중량: 1.6 lb (0.73 kg) 

• 802.11b/g/n 2.4 GHz 내부 무지향성 안테나 3대, 그리고 802.11a/b/g/n/ac 5 GHz 내부 무지향성 

안테나 3대 

• RJ45 1개(9600 비트/초, 8 data bits, 패리티 없음, 1 정비 비트, 흐름제어 없음) 

• Eth0 이더넷 포트: 자동 감지 10/100/1000Base-T/TX Mbps, IEEE 802.3af 또는 802.3at 호환 

PoE 갖춤 

• Eth1 이더넷 포트: 자동 감지 10/100/1000Base-T/TX Mbps, 

 

전력 규격 

• AC/DC 파워 어댑터: 

  입력: 100 – 240 VAC 

  출력; 12V/2.0A 

• PoE 공칭 입력 전압: 48V 

• RJ45 전력 입력 핀: Wires 4, 5, 7, 8 또는 1, 2, 3, 6 
 
환경 규격 
• 작동 온도: 32 ~ 104 oF (0~40℃)  

• 보관 온도: -40  ~ 185° F (-40 ~ 85° C) 

• 상대 습도: 5 ~ 95% RH (비응축) 

 
Mini-TOC Level 1 
  Mini-TOC Level 2 
    Mini-TOC Level 3 
      Mini-TOC Level 4 
        Mini-TOC Level 5 
   Mini-TOC Level 6 
     Mini-TOC Level 7 
        Mini-TOC Level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