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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 사용자 안내문 

A 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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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의]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전자파흡수율 측정 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상태에서 

전파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휴 용 송신 무선설비 (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 

기자재를 포함)에 적용됩니다. 

 * 해당 제품은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의 거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 용 송신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파 흡수율 측정 상 기자재에서 면제됩니다. 

 * 해당 제품은 통상 사용거리가 인체로부터 20 cm 이상 거리에서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사용자께서도 

 상기 제품은 인체로부터 적어도 20 cm 이상 거리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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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고성능 Access Point 

Aerohive Network AP390 Enterprise 억세스 포인트는 Aerohive 의 고성능 억세스 포인트 

라인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부드럽게 통합하며 억세스 레이어에서 미래의 Wi-Fi 기술을 

위한 단계 설정을 위한 모든 리덕턴시를 제공합니다. 

AP390 으로, Aerohive 는 무선 성능 향상에 충분한 억세스 포인트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설계에서 확장 범위를 가져오며,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안 서비스 

가능한 장치 성능이 증가되고, 최소한의 전력을 소비하여 고밀도 네트워크에서 휴 용 

장치의 배터리 사용을 줄여줍니다. HiveOS 네트워크 동작 시스템의 가장 향상된 버전과 

결합하여 Aerohive 억세스 포인트가 서로 통합되어 전원 사용 네트워크 범위를 줄여주고 

기존의 구성에 혼란없이 더 새로운 기술의 위상에 요구되는 모든 리덕턴시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AP390 은 고성능 통합 데이터 속도를 2.4Ghz 802.11n/g/b 라디오로 420 Mbps 까지 

제공하며 legacy 802.11b, g, n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나머지 Aerohive Cooperative 

Control 장치와 내부 작동하여 모든 연결된 사용자를 위한 기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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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특징과 이점 

협조 제어(Cooperative Control) 

모든 Aerohive 억세스 포인트는 깊고 풍부한 HiveOS 동작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HiveOS 는 Aerohive Cooperate Control 구조의 중추망이며, 억세스 포인트가 그룹이나 

‘hives’로 조직되어 후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레이어 2 레이어 3 로밍, 협조 RF 

관리, 안전 정보, 다량의 네트워크와 같은 고급 기능과 동등합니다. 협조 제어는 모든 

동등한, TCO 가 있는 차세  Wi-Fi, 높은 신뢰도, 규모, 고성능, 다음 기술로 간단한 초점 

이동을 제공합니다. 

최적화 전원 

Aerohive AP390 은 높은 에너지 효율, 전원 최적화 억세스 포인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전원 출력의 범위를 최 화하기 위한 가장 향상된 

안테나 기술을 통합하는 설계로부터, AP390 은 향상된 에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미션을 실행합니다. 전원 사용과 설계에 한 연구는 향상된 

방송시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휴 용 장치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통합 애플리케이션 우선권과 제어 

로보트 QoS 와 Aerohive 억세스 포인트에 만들어진 방화벽을 사용해서, AP390 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Aerohive 억세스 포인트는 

관리자가 사용자의 ID, 장치 타입, 위치,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프로필을 

만드는 것을 허가하여, 하나 하나의 사용자에 한 애플리케이션의 순위를 매기거나 

차단합니다. 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은 모든 사용자 이력이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합니다. 

품질 보증과 지원 

모든 Aerohive Network 장치는 한정된 하드웨어 품질 보증이 됩니다. 제품과 기술 

지언은 별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교체 익일을 포함하여, 24x7, 또는 8x5 기술 지원, 웹과 

이메일 지원 억세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지원 기간에 해서는, 

www.aerohive.com/support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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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370 과 AP390 설치 
여기서는 Aerohive AP370 이나 AP390 억세스 

포인트를 천정이나 벽면에 설치하는 방법과 

HiveManager 에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P390 은 설명서에서 많은 

그림으로 표현되지만, 그림은 두 가지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록하면, 최신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참조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aerohive.com/support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치 연결하기 
AP390 모델은, 외부 안테나를 2.4GHz 커넥터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AP 에 있는 ETH0 에서 표준 

RJ45 이더넷 케이블을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장치 (이 장치들은 라우터나 

방화벽과 같은 동일한 장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LAN 을 AP390 에 

케이블 연결로 몇 초 안에 

AP 를 연결하게 됩니다. 

 스위치가 에 AC/DC 전원 

어댑터 (부속으로 이용 

가능)를 사용해서 100-240 AC 

전원에 AP 를 연결합니다.  

 

 본 제품의 직류전원장치를 판매 시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께서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정격 DC 12.0 V / 2.0 A) 

AP 에 전원을 넣고 나서,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이 가능하고 HiveManager 에 

접속됩니다. 이 과정은 5 분 정도 걸립니다. HiveManager GUI 의 Monitor 영역에 있는 

All Devices 페이지에서 AP 목록이 보이면, 최초 설치가 끝나고 HiveManager 를 

사용해서 AP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 분 후에도 HiveManager GUI 에 AP 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Aerohive 제품 설명서와 

컴퓨터 기반 트레이닝 모듈을 참조해서 AP 가 HiveManager 에 접속하는 방법과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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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소스는 

www.aerohive.com/techdocs 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AP370 과 AP390 설치하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천정 금속 기판의 트랙이나 벽면, 먼지가 없는 표면에 

AP390 이나 AP390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P390: 약 1lb, 0.45kg; AP390: 20oz, 0.57kg) 

벽면과 천정 설치 옵션은 다음에서 설명합니다. 

 

벽면 설치 

M4 나사를 사용해서 장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표면에 AP 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후면에는 4 개의 벽면 설치 슬롯이 있습니다. 이 

슬롯의 끝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www.aerohive.com/techdocs 에 있는 Aerohive 

Hardware Reference Guide 에서 템플리트를 

사용해서 구멍 위치를 표시하고 벽면에 구멍을 

뚫습니다.  M4 나사를 설치합니다. 나사 머리에 

설치 슬롯의 끝을 놓고 고정될 때까지 부드럽게 

장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내부로부터 케이블에 AP 를 연결할 경우, 

AP 를 통해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벽면에 구멍을 뚫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장치에 연결하고 – AP390 에 해 – 안테나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천정 설치 

장치의 후면에 있는 설치 탭과 클립을 사용해서 천정 금속 기판의 트랙에 AP370 이나 

AP390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탭은 천정 트랙의 가장자리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찰칵 

소리가 나고 장치가 고정됩니다. 

천정 설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AP390 을 보여주지만, 설명은 두 가지 

모델에 다 적용됩니다.) 장치가 천정 트랙에 각선이나 직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의 위치에 맞는 클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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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설치 하드웨어와 옵션 

 AP 는 천정 트랙에 각선 방향이거나 직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선 방향이나 직각으로 천정 트랙에 장치를 설치하려면, 손가락 끝이 해당 탭에 

닿도록 장치를 유지합니다. 장치를 뒤집어 놓고 천정 트랙에 부드럽게 눌러 줍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트랙의 가장자리 위로 탭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장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트랙에서 분리될 때까지 장치를 향해 클립을 누르고 나서, 

부드럽게 장치를 회전하고 트랙에서 당겨줍니다. 

다음 그림은 천정 트랙에 각선 방향으로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해 보여줍니다. 

장치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기 위해, 해당 탭을 이용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AP370 과 AP390 에 모두 적용됩니다. 

① 손가락을 이용해서 트랙에 탭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②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장치를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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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에 맞게 천정 타일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AP390 용 케이블을 연결하고, 외부 

안테나를 부착합니다. 최적의 수신을 위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안테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장치 잠그기 

Kensington lock 을 사용해서 AP 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장치에 포함된 안전 장치 

브라켓과 나사를 사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천정 트랙이나 벽면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Kensington lock 을 사용하기 위해 잠금 케이블을 감고 AP 에 있는 잠금 슬롯 

장치에 T-바 잠금 장치를 삽입하고 나서 키를 돌려 걸어 줍니다. 

안전 장치 브라켓과 나사를 사용해서 천정 트랙이나 벽면에 AP 를 고정하기 위해, 크기 

#6 안전 장치 나사용 스패너가 필요하고 제어 장치를 받아들이는 드라이버 핸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어 장치는 세 개 세트로 Aerohive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AH-ACC-

SEC-BIT-300-100-3PK) 안전 장치 나사 사용을 위해, 다음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슬롯 나사를 사용할 경우, 일자형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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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구멍이 클립 아래에 있는 브라켓 슬립의 끝에 맞을 때까지 

잠금 슬롯을 따라 안전 브라켓을 맞춥니다. 

AP390 외부 안테나 배열 

최적의 수신을 위해, 다음 그림 중 하나를 사용해서 AP390 안테나를 배열합니다. 

천정 설치 

 

벽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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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기 

장치의 위쪽에 있는 상태 표시기는 다음의 동작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검은색: 전원이 꺼져 있거나, 표시기가 고장입니다. 

 주황색(깜빡거림): 장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주황색: CAPWAP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장치가 부트되고 있거나 전원이 꺼지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흰색: 장치에 전원이 들어오고 제 로 작동합니다. ETH0 인터페이스를 통해 성공적인 

CAPWAP 연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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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라디오 사양 – 802.11b 

 2.412 – 2.472 GHz 동작 주파수 

 DSSS 변조 

 5 mW/MHz 이하 

 Rates(Mbps): 11, 5.5, 2, 1w/auto fallback 

 채널 수: 13 Channels 

라디오 사양 – 802.11g 

 2.412 – 2.472 GHz 동작 주파수 

 OFDM 변조 

 5 mW/MHz 이하 

 Rates(Mbps): 54, 48, 36, 24, 18, 12, 9, 6w/auto fallback 

 채널 수: 13 Channels 

라디오 사양 – 802.11n 

 802.11n(HT20) : 2.412 – 2.472 GHz 동작 주파수 

 802.11n(HT40) : 2.422 – 2.462 GHz 동작 주파수 

 Rates(Mbps): MCS0 – MCS23 (6.5Mbps – 405 Mbps) 

 3x3 Stream Multiple-In, Multiple-Out (MIMO) Radio 

 HT20 (2.4GHz 와 HT40 High – Throughput(HT) 지원) 

 802.11n(HT20) : 5 mW/MHz 이하 

 802.11n(HT40) : 2 mW/MHz 이하 

 채널 수 : 802.11n(HT20) : 13 Channels 

 채널 수 : 802.11n(HT40) : 9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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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데스크탑 

 AP 의 일부로 포함되는 벽면 설치 

 Kensington 타입 잠금 장치용 빌트인 슬롯 

 AP 에 포함된 천정과 벽면 설치 잠금 장치 슬롯 

 AP 의 일부로 포함된 천정 타일 플러시 15/16” 

 부속으로 판매되는 천정 타일 15/16”, 3/8”, 9/16” 

 부속으로 판매되는 천정 파일 플러시 3/8”, 9/16” 

 부속으로 판매되는 Suspend Mount  

 부속으로 판매되는 Plenum Mount 

인터페이스 

 2x 자동 감지 10/100/1000 Base-T 이더넷 포트 

 백홀 성능이 있는 듀얼 이더넷 포트 

 이더넷 채널을 통해 지원되는 링크 통합 

 1x 직렬 RJ45 포트 (bits per second: 9600, data bits: 8, parity: none, stop bits:1, flow 

control: none) 

 USB 2.0 포트 (3G/4G WAN 연결 – BR 로 작동) 

 1x 리셋 핀홀 

물리적 사양 

 WxHxD: 7.68in x 1.57in (피크에서 2.2in) x 7.68in (19.5cm x 4cm (피크에서 5.5cm) x 

19.5cm) 

 무게: 1.5lbs (0.68kg) 

환경 

 동작: 0 ~ +40℃,  

 보관: -20 ~ +70℃ 습도: 95% 이하 

환경 컴플라이언스 

 UL 2043 

전원 옵션 (별매) 

 12v DC 외부 전원 어댑터 

 Aerohive 스위치 제품 

전원 사양 

 AC ADAPTER : DC 12.0 V  (별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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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이점 

유연한 하드웨어 플랫폼 

 멀티플 라디오는 성능 저하없이 802.11b/g/n 연결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동 또는 정교한 메시 백업 

 여분의 리덕턴시에 한 링크 집합과 문제 해결이 가능한 듀얼 이더넷 포트 

 실내, 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Plenum Rated APs 

 3G/4G 서비스용 USB 인터페이스 

 IPsec 서비스 Innovative Design 용 하드웨어 가속 

 사무실 환경에 어울리는 Low profile 

 하드웨어 설계에 적합한 기능 

 밝게 깜빡이는 램프보다 부드럽게 불이 들어오는 표시기 

하드웨어 지원 특징 

보안 

 TPM – Hardware-based 키 저장과 암호화 

 무선 프라이버시 & 인증 Wi-Fi Certified WPA 와 WPA2, 802.11i, WEP, 802.1x, PSK 

 암호화: AES: CCMP, TKIP, RC4  

 무선용 Marking 와 Policing-WMM (802.11e) 

 802.1p 와 DiffServ 

 Wi-Fi Certified WMM 

 WMM 전원 절약 (U-APSD) 

도난 방지 

 Kensington 스타일 잠금 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 

 Tamper-proof 안전 나사 (브라켓 옵션으로) 

인증사항 

 1. 기자재 명칭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2. 모델명 : AP390 

3. 인증번호 : MSIP-CMM-AHI-AP390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 Aerohive Networks Inc. 

5. 제조 년 월 일 : 

6. 제조사 / 제조국 : Aerohive Networks Inc. / 미국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