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HiveAP 330



 

HiveAP 330 802.11n 무선 액세스 포인트 

Aerohive HiveAP 330 은 450Mbps 데이터 속도가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2 개의 무선(3x3) 3 

스트림 MIMO 802.11n 솔루션이다. 

Aerohive 네트워크 HiveAP 33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AP)는 고성능의 신뢰성 높은 802.11n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Hive AP 330 는 10/100/1000 이더넷 포트 서비스는 물론 3 공간 스트림 

MIMO(450Mbps/무선)을 지원하는 고성능의 듀얼 병행(2.4GHz, 5GHz) 802.11n 3x3 성능을 

제공한다. 

Hive AP 330 은 엔터프라이즈 무선 환경이 요구되는 높은 밴드폭을을 위해 고안된 

엔터프라이즈급 3x3 MIMO 솔루션이다. 2 개 이상의 무선과 2.4GHz 와 5GHz 를 동시에 지원하는 

병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HiveAP 330 은 450Mbps 까지의 총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HiveAP 330 은 AeroHive 의 독특한 산업과 탄력있고 컨트롤러가 없는 아키텍처로 메쉬와 

802.11a, b, 그리고 g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특징과 이득 

유동성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 

● 성능의 저하가 없는 802.11a/n, 802.11b/g/n 병행 지원하는 다중 무선 

● 자동, 전용 메쉬 백업 

● 이더채널과, 백업 연결을 위한 2개의 이더넷 포트 

● 실내나 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AP 

● 3G/4G  서비스 지원을 위한 USB Interface 

● iPsec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 



혁신적인 디자인 

● 사무실 환경에 잘 녹아드는 로프로파일 디자인 

● 특징 최적화 하드웨어 디자인 

● 밝은 깜빡이 등 보다 부드럽게 빛나는 방해가 적은 지시등 

 

보안 

● TPM(Trusted Platform Module) 하드웨어 기반 키 저장과 암호화 

● 무선 개별과 인증 Wi-Fi CERTIFIED, WPA, WPA2, 802.11i, WEP, 802.1x, PSK 

●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 관리는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각 사용자를 위한 QoS, 무선 정책, 그리고 

보완 정책을 정의한다. 

● 보안 : AES:CCMP, KIP, RC4(WEP만) 

● 무선 802.1p, DiffServ를 위한 WMM(802.11e)  

● WMM  절전(U-APSD) 

 

방범 

● Kensington-스타일 잠금으로 작업하도록 고안됨 

● Tamper-proof 보안 나사(브라켓 옵션과) 

 



라우팅과 무선 LAN 

● 세계의 어느 곳에서 부터라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무선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3G/4G backhaul 

지원 

● 이더넷과 Wi-Fi를 통한 통일된 유무선 레이어 3 접속 정책 

 



HiveAP 330 빠른 시작 

이 장은 HiveAP 330 을 어떻게 셋업하고 HiveManager 에 네트워크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지 설명한다. (이 설명서의 안테나는 외장형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장형 

안테나로 되어 있다.) 등록하고 제품 서류를 얻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www.aerohive.com/support 를 방문한다. 

 

 

 

 

③ 이더넷 네트워크에 HiveAP 를 연결한 후 전원을 켠후, AP 는 자동적으로 DHCP 를 통하여 네트워크 

셋팅을 얻고 HiveManager 를 접촉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 과정은 통상 마치기 까지 약 5 분이 걸린다. 

만약 HiveManager GUI 에서 monitor>Access Points>HiveAPs 에서 HiveAP 가 나열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초기 셋업이 완료된 것이고 HiveManager 를 통하여 HiveAP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5GHz안테나를 5GHz 커넥터에 연결한다. 

2GHz안테나를 2GHz 커넥터에 연결한

HiveAP 상의 ETH0에서 

스위치로 RJ-45 커넥터가

연결된 표준 이더넷 케이

블로 연결한다. 

만약 스위치가 POE를 제공하면, HiveAP로 연결된 스위치는 몇 초 후에 HiveAP

로 전원을 제공할 것이다. 

몇 개의 다른 네트워크 기기(라우터나 방화벽

과 같은 그러한 기기로 모두 연결될 수 있다.



 

만약 약 10 분 후에도 HiveManager GUI 에 HiveAP 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HiveAP 가 어떻게 HiveManager 를 

접촉하려도 시도하는지 그리고 두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서의 나머지를 읽는다.  

 

HiveManager 의 연결 

디폴트로, HiveAP 는 DHCP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DHCP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셋팅을 얻는다. 

(CLI 를 통해서 고정 네트워크 셋팅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절 “ 가상 엑세스 콘솔”을 참조할 것) 

HiveAP 가 네트워크 셋팅을 가지고 난 후 CAPWAP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고 CAPWAP Discovery 메시지를 

CAPWAP 서버로서 동작하는 HiveManager 가 응답할 때까지 보낸다. CAPWAP(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는 AP 가 관리 기기와 접촉하거나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HiveAP.가 수동으로 설정된 상세 CAPWAP 서버 설정이나 DHCP 옵션으로서 수신된 설정이 없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될 때, 기기는 CAPWAP 연결 시도의 싸이클을 통하여 진행한다. 

(a) HiveAP 는 HiveManager 를 연결하기 위해 디폴트 도메인 이름을 

“hivemanager.<local_domain>:1222”를 사용한다. <local_domain>은 DHCP 서버가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이고 1222 는 UDP 포트 번호이다. 만약 DNS 서버가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할당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HiveAP 와 HiveManager 는 포트 1222 에서 CAPWAP 보완을 만들 

것이다. 만약 HiveAP 가 CAPWAP 연결을 1222 포트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TCP 포트 

80:hivemanager.<local_domain>:80 을 사용할 것이다. 

 



 

(b) 만약 DNS 서버가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할당하지 않는다면, HiveAP 는 CAPWAP Discovery 

메시지를 로칼 서브넷에 알릴 것이다. 만약 HiveManager 가 로칼 네트워크에 이쏘 반응을 하면 

그들은 CAPWAP 보안 연결을 만들 것이다. 

 

(c) 만약 로칼 HiveManage 를 위한 처음 2 가지 검색이 소용이 없으면 HiveAP 는 온라인  

redirector.aerohive.com:12222 에서 HiveManager 를 접촉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Aerohive 

리디렉션 서버가 ACL(Access control list)에 있는 HiveAP 를 위한 시리얼 번호가 있으면, 응답을 

하고 CAPWAP 보안을 형성할 것이다. 만약 HiveAP 가 UDP 포트ㅡ 12222 의 온라인에서 

HiveManager 로 CAPWAP 연결을 만들지 못하면 DNS 찾기와 싸이클을 통하여 초기 검색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HiveAP 를 포탈이라고 부른다. HiveAP 를 포탈의 무선 범위 안에 

위치함으로써, 포탈이 유선 네트워크에 무선 연결을 만들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HiveAP 를 메쉬 포인트라고 부른다. 메쉬 포인트는 hive0 라고 불리는 디폴트 hive 를 이용하여 

이것의 포탈과 처음으로 하나의 hive 를 만든다. 이 연결을 통하여 메쉬 포인트는 네트워크에 

도달하고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셋팅을 얻는다. 그런 다음 HiveManager 와 

CAPWAP 연결을 만든다.(hive 이름을 변경한 후 메쉬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우선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을 한다. 다음 새로운 hive 이름과 암호로 HiveManager 로부터 받은 설정을 그들에게 보낸다.  

마지막으로  메쉬 포인트로서 그들을 배치한다.) 

 

만약 HiveAP 가 Aerohive 리디렉션 서버로 CAPWAP 보안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일련 번호가 

ACL 에 입력되었으면 리디렉션 서버는 자동적으로 CAPWAP 연결을 해당하는 HiveManager 

Online VHM(Virtual HiveManager)로 자동적으로 되돌린다. 리디렉션 서버는 HiveAP, 

HiveManager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를 새로운 CAPWAP 서버와 적당항 VHM 의 이름으로서 

전송할 때 이와 같이 한다. 만약 HiveAP 가 HTTP 를 사용할 때 리디렉션 서버는 HiveAP 를 위한 

필요한 설정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만약 HiveAP 가 HTTP 프록시 서버를 통하여 공공망에 

연결하기 위해 설정되었을 대, 리디렉션 서버는 HiveAP 에 관련 셋팅을 저장하여 HiveManager 를 

연결할 때 HTTP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것이다. 

만약 Aerohive 리디렉션 서버가 HiveAp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ACL 은 CAPWP 연결 

시도를 무시하고 HiveAP 는 이전에 보여진 연결 싸이클을 반복한다. 

 



가상 접속 콘솔 사용하기 

이전 절에서 설명했듯이, HiveAP 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면 이 것은 DHCP 클라이언트로서 

도작하고 VLAN 1 에 있는 DHCP 서버로부터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셋팅을 받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VLAN 에 DHCP 서버가 없으면, 만약 네트워크 시그먼트를 위한 본래의 VLAN 이 1 이 아니면, 또는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기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셋팅을 스스로 정하기 위해 CLI 로 접속하여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Aerohive 의 액세서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가상 접속 콘솔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HiveAP 가 설정이 없거나 자체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도달할 

수 없을 때 관리자 접속을 하기 위하여 디폴트로, 자동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특별한 SSID 를 통하여 

무선으로 HiveAP 의 CLI 로 접속하는 방법이다.  

디폴트 가상 접속 콘솔 SSID 이름은 “<hiveap-hostname>_ac”이다. HiveAP 의 디폴트 호스트이름은 

“AH-“ 더하기 자체의 MAC 주소의 끝 6 자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AH-123456. 이런 경우 디폴트 가상 

접속 콘솔의 SSID 는 “AH-123456_ac”가 될 것이다. 디폴트로, 이 SSID 는 사용자 접속을 위한 인증 

PSK(preshared key)로 aerohive 를 사용한다. 가상 접속 콘솔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른다. 

 

④ 무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한다. 만약 범위 안에 있으면 “AH-123456_ac”와 

같은 SSID 가나타난다. 이것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aerohive 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른다. 



 

⑤ HiveAP 에 있는 DHCP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할당한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확인한다. 그 IP 

주소로 SSH 나 Telnet 연결을 만든다.(Telnet 연결은 WPA2 암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할 것) 자격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나오면 디폴트 Aerohive 로그인 이름(.admin)과 

암호(aerohive)를 입력한다. 

         



 

⑥ 가상접속 코솔에 로그인 한 후 다양한 기능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몇가지 

공통으로 사용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을 사용한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show interface  유선과 무선 인터페이스 모두의 상태르 체크한다.  

show interface mgt0 

네트워크 셋팅(IP 주소 넷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와 HiveAP 의 관리인터페이스인 mgt0 

인터페이스의 VLAN ID 를 본다. 

no interface mgt0 client DHCP 클라이언트를 불가능하게 한다. 

interface mgt0 ip <ip_addr> <netmask> Mgt0 인터페이스의 IP 주소와 넷마스크를 정한다. 

interface mgt0 navtive-vlan <id> 

주변의 유선 무선 네트워크에서 스위치 

인프라스트럭쳐가 사용하는 내이티브(태그가 없는) 

VLAN 을 정한다. 

interface mgt0 vlan <id> 관리와 컨트롤 트래픽을 위한 VLAN 을 정한다. 

show capwap client CAPWAP 클라이언트 셋팅과 상태를 본다. 

show hive Hive 이름을 본다. 

show hive <string> neighbor 어떤 이웃한 hive 멤버가 있는지 확인한다. 

hive <string> … Hive 를 생성하고 변수를 정한다. 

show ssid 모든 ssid 이름의 리스트를 본다. 

Interface {wifi0 | wifi1 } ssid <string> 접속모드에서 SSID 를 무선 인터페이스에 붙이다. 

save config 설정을 플래시로 저장한다. 



reboot HiveAP 를 리부트 한다. 

 

HiveManager 나 HiveManager Virtual Appliance 를 관리할 때만 다음의 명령을 행한다. HiveManager 

온라인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capwap client server name <string> CAPWAP 서버(HiveManager)의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을 정한다. 

 

명령의 리스트, 그리고 관련 CLP 도움말을 보려면 물음표(?)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모든 show 명령을 

보려면 show ? 

 

만약 특별한 문자나 문자열을 사용한 명령을 찾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다.  

show cmds | include <string>, <string>은 찾고자 하는 단어나 문자열이다. 

  

기기와 플랫폼-상세 CLI 참조 설명이 온라인에 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설명서의 다른 

곳에 있는“추가 정보를 위해 방문할 곳”을 볼 것) 

 



상태지시등 

HiveAP 330 의 구석에 있는 상태 지시등은 색상이나 점등 패턴(고정이나 깜빡임)을 통해서 다양한 동작의 

상태를 알려준다. 색상의 의미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 검정 : 전원이 없거나 지시등이 불가능임 

• 청색 : (고정) 기기가 부팅 중이거나 귀로 링크가 없다; (깜빡임) 기기가 꺼지고 있는 중임. 

• 녹색 : 디폴트 경로가 귀로 이더넷 인터페이스이다, 그러나 정상동작(흰색) 만남을 위한 모든 

조건은 아님. 

• 황색 : 디폴트 경로가 귀로 wifi 인터페이스이다, 그러나 정상동작(흰색) 만남을 위한 모든 조건은 

아님 

• 흰색 : 기기가 전원이 켜져있고, 폼웨어가 정상동작 중이다. 즉 접속 모드에서 무선 인터페이스가 

켜져있고, 유선 또는 무선 귀로가 켜져 있고, HiveAP 가 HiveManager 로 CAPWAP 연결을 가지고 

있다. 

• 보라색 : HiveManager 로부터 새 이미지가 로드되고 있다. 

• 주황색 : 폼웨어나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경고이다. 

 

밝기 레벨을 밝음(디폴트)에서 부드러움, 어두움, 또는 완전히 꺼짐으로 조정할 수 있다. HiveManager 에서 

셋팅은 Configuration > Management Service > Management Option 페이지에 있다. 

CLI: [ no ] system led brightness { soft | dim | off } 

 

 



천장에 설치하기 

HiveAp 330 을 천장에 있는 표준 15/16 인치 와이드 트랙(2.38cm)에 설치하려면, 트랙이 천장과 같이 

평편한거나 오목한 곳에, HiveAP 와 같이 선적된 하나나 두 개의 레일 마운트를 이용한다. 드릴이나 사다리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약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트랙으로부터 천장의 타일을 살짝 밀고, 천장 트랙에 적당한 레일 마운트를 

붙인다. 레일 마운트를 맞는 위치에 놓았을 때, 천장에 구멍을 내서 이더넷이나 전원 케이블이 통과할 수 

있게 한다. 

 

①  레일 마운트를 트랙이 2 개의 압력 탭에 접촉되도록 천장 트랙으로 눌러서 민다. 

 

 

 

②  두 개의 압력 탭이 자리로 안착되어 꽉 잡히도록 레일 마운트를 돌린다. 

 



 

③ L 자 레일 마운트의 열린 공간에서 천장 타일로 구성을 뚫는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 하나나 두개의 

이더넷 케이블을 통과시키고, 만약 PoE 를 통해서 보다는 AC 전원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려고 할 

때, 벽을 통해서 전원 케이블을 통과 시킨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HiveAP 를 레일 마운트에 연결하여 설치를 완료한다. HiveAp 350 인 경우에는 안테나를 

연결하고 안테나가 최적의 범위를 가지도록 아래쪽으로 향하게 수직 위치로 돌려놓는다. 

④  HiveAP 의 위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 채로 케이블을 연결한다. 2 개의 V-형태의 탭과 안전 탭 

연장을 탭 슬로과 같이 레일 마운트에 배열하고 HiveAp 의 구멍에 나사를 죄인다. 그리고 AiveAP 

상단 유니트를 눌러서 고정시킨다. 

 

 

 



 

 

완료가 되었으면 천자의 타일을 원래의 자리로 위치 시킨다. 

 

표면 설치 

 

HiveAP 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표면에도 HiveAPf 를 부착하기 위해 마운팅 판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판을 표면에 올린다. 그런 다음 L 자 마운팅 판에 있는 열린 공간에서 HiveAP 로 연결할 케이블을 

통과하도록 벽면에 구멍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기를 판에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HiveAP 350 은 

안테나를 연결한다. 

 

①  표면에서 떨어지기 위해 있는 2 개의 V 자 탭이 측면에 있는 판으로, 물체를 안착하려는 벽이나 

천장, 포스트, 빔 등에 부착한다. 

주의 : 판을 어떤 곳에 고정하기 위해 나사를 조이거나 못을 칠 수 있는 많은 구멍이 있다. 

붙이려고 하는 적합한 2 개나 3 개의 물체를 선택한다. 



  

② L 자 마운팅 판에 있는 열린 공간에 구멍을 만들어서 HiveAP 로 케이블을 통과하여 연결한다. 

(구멍을 통하는 대신 벽면을 따라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다.) 

기기가 어떻게 전원이 켜지고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 전원 케이블과 이더넷 케이블 

하나나 두개를 연결한다. 

③ 마운팅 판에 있는 탭과 안전 탭 연장을 HiveAP 의 탭 슬롯과 안전 나사 구멍에 배열한다. 

④ 탭이 탭 슬롯에 안착되도록 HiveAP 를 마운팅 판 쪽으로 민다. HiveAP 350 은 연계된 또는 

연계되지 않는 안테나를 연결한다. 연계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최적의 범위가 되도록 

위치시킨다. 

 



HiveAP 잠그기 

레일 마운트나 마운팅 판에 HiveAP 를 잠그려면 Kensington lock 이나 마운팅 킷에 포함되어 있는 조임 

나사를 사용한다. Kensington lock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물체에 케이블을 루프시키고 자물쇠의  T-

bar 구성품을 HiveAP 에 있는 기기 lock 슬롯에 넣는다. 그리고 키를 잠금 위치로 돌린다. 

 

①  만약 USB 포트를 숨기고 싶으면 커버의 탭을 눌러서 USB 포트 커버를 포트로 넣는다. 

② 조임 나사를 커버와 기기의 샤시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넣는다. 나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레일 

마운트의 안전 탭 확장까지 나사를 조인다.(USB 포트를 노출하기 원한다면, 커버 없이 안전 

나사를 사용한다.  

 

 

 



 

배치와 설정 팁 

다음은 HiveAp 33 을 셋팅할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가지 팁이 있다. 

•  HiveAP 350 은 2.4GHz 안테나를 2.4GHz 커넥터에, 5GHz 안테나를 5GHz 커넥터에 맞게 

연결했는지 확인한다. 

• 만약 HiveManager Online 으로 HiveAP 를 관리하면 그리고 Monitor>Access Points > HiveAPs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을 해볼 것. 

- Aerohive 리디렉션 서버에 있는 ACL(Access Control List)에서 HiveAP 의 일련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Myhive.aerohive.com 에 로그인 해서 Redirector>Monitor>HiveAP 

Access Control List 를 클릭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Enter 를 클릭하고 HiveAP Serial 

Number 필드에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Save 를 클릭한다. 마쳤으면 HiveAP 를 리부트한다. 

- Aerohive 리디렉션 서버로의 연결을 확인한다. 

Ping redirector.aerohive.com (HiveAP 네트워크로 부터 연결 확인) 

Capwap ping redirector.aerohive.com(CAPWAP 를 통하여 연결 확인) 

- HiveAP 에서 HiveManager Online 으로다음의 서비스 셋중 하나를 허용하는 어떤 중재 

방화벽이 있는지 확인한다. 

CAPWAP (UDP 12222), SSH(TCP 22), 그리고 HTTPS(TCP 443) 또는  

HTTP (TCP 80) 그리고 HTTPS(TCP 443)  



 

• 만약 무선 클라이언트가 SSID 와 연결을 만들지 못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범위 안에 있는지 그 

SSID 와 같은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예를 들어 그 클라이언트가 

Open 이나 WEP 인증을 사용하지만 SSID 는 WPA 나 WPA2 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는 

HiveAP 와 연결할 수 없다. SSID 의 보와 셋팅을 보려면 HiveManager 로 로그인 한 후 

Cofiguration >SSIDs > ssid_name > Advance Access Security Setting 을 클릭하고, SSID 

접근 보완 타입, 키 관리 방법, 그리고 암호화 방법을 찾는다.  

• 만약 클라이언트가 연결과 인증을 스스로 했는데, HiveAP 가 트래픽을 보내지 못한다면 HiveAP 가 

맞는 사용자 프로파일로 할당되었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맞는 VLAN 으로 할당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것들이 다 맞으면 크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셋팅을 DHCP 에서 받았는지 확인한다. DHCP 

서버로 연결을 확인하려면 Tools>VLAN>Probe 를 클릭하고, HiveAP 드롭 다운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와 같이 HiveAP 를 선택하고, 확인하려는 VLAN 범위를 위한 ID 를 

입력한다. DHCP DISCOVER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Start 를 클릭한다. 또한 연결된 스위치 상에 

있는 포트를 위한 VLAN 설정이 맞는지 확인한다. 

 

모든 셋팅을 제거하고 공장 디폴트 셋팅으로 되돌리려면 reset config 명령으로 들어가거나 핀을 사용하여 

샤시의 아래쪽의 EHT0 포트 근처에 있는 Reset 버튼을 누른상태에서 적어도 10 초 동안 있는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방문할 곳 

기술 문서 

Aerohive 는 제품을 위한 다양한 기술 문서를 제공한다. CLI 명령에 대한 정보는 HTML 포맷으로 되어 

있는 CLI 참조 설명서를 본다. HiveManager 와 HiveAP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제는 Aerohive 

Deployment Guide(PDF)를 본다. Deployment guide 는 HiveAP 와 HiveManager 응용, WLAN 배치시 

고려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정 설명이 있낟. Aerohive 제품 서류로 

접근하려면 www.aerohive.com/techdocs.를 방문한다. 

 

HiveManager 도움말 시스템 

HiveManager 도움말 시스템에는 HiveManager 를 통하여 설정할 수 있는 모든 특징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로 들어가려면 GUI 의 오른 쪽 상단 구석에 있는 Help 아이콘을 클릭한다. 

현재의 동작중이 GUI 페이지를 포함한 도움말 주제가 나타난다. 다른 도움말 주제를 보려면 차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둘러보거나 특별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는 검색 툴을 사용한다. 

 

지원 사이트 

www.aerohive.com/support/login.html 에 들어가서 지원되는 기술 서비스 서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계정 등록 후, 로그인 시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부여 받는다.  

교육 

Aerohive 에서는 Aerohive 제품의 AeroHive 협력 조정 개념, 설치, 그리고 설정을 다루는 과정을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지에 대한 과정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aerohive.com/support/training.html 을 방문한다. 

 



Aerohive 는 또한 CBT(Computer-based training) 모듈을 제공한다. CBTs 는 Aerohive 개념을 설명하고 

여러분을 설정과정으로 차례 차례 안내해 주는 온라인 플래쉬 지침이다. CBTs 를 HiveManager GUI 와 

친숙해 지고 어떻게 HiveAP 를 설정하는지 배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Aerohive CBTs 는 온라인 

www.aerohive.com/techdocs. 에서 사용가능하다. 

 



 제품사양 

무선 사양—802.11a 

 5.150–5.825 GHz 동작 주파수 

 직교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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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사양—802.11b 

 2.4–2.4835 GHz 동작주파수 

 직접확산스펙트럼(Direct-Sequence Spread-Spectrum, DSSS)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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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사양 —802.11g 

 2.4–2.4835 GHz 동작주파수 

 직교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Modulation 

 20 dBm (100 mW) 전송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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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사양 —802.11n 

 2.4–2.4835 GHz & 5.150–5.825 GHz 동작주파수 

 802.11n Modulation 

 속도 (Mbps): MCS0–MCS23 (6.5Mbps - 45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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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20 (2.4GHz, HT40 High-Throughput(HT) 지원) 

 A-MPDU 와 A-MSDU Frame Aggregation 



마운팅 

 책상위 

 벽걸이 브라켓 포함됨 

 천장 타일 클립 11/17” 포함됨, 9/16” 액세서리로 판매 

안테나 

 3x 통합 싱글 밴드, 2.4-2.5 GHz Omni-directional 안테나, 6.0 dBi peak gain 

 3x 통합 싱글 밴드 Integrated single band, 5.1-5.8 GHz Omni-directional 안테나, 6.0 dBi 

peak gain 

인터페이스 

 2x 자동감지 10/100/1000 Base-T 이더넷 포트 

 연결 통합지원 이더 채널 (통합 10/100 만) 

 1x 시리얼 RJ45 포트(초당 비트: 9600, data bits: 8, parity: none, stop bits: 1, flow control: 

none) 

 USB 2.0 포트 

 1x Reset Pinhole 

물리적사양 

 WxHxD: 7.875 in. x 1.5 in. x 7.875 in. (20 cm x 3.8 cm x 20 cm) 

 2 lbs (0.68 kg) 

환경 

 동작: -10 to +50°C, Storage: -20 to +70°C 

 습도: 95% 

전원 옵션 



 802.3af 나 802.3at Power over Ethernet (PoE) 포트 

 12v DC 외장 전원 아답타(별도 판매) 

전원 사양 

 AC/DC 전원 아답타: 

입력: 100–240 VAC 

출력: 12 V/0.625 A 

 PoE 정상입력 전압: 48V, 0.35A, (802.3af) –48V, 06.25A (802.3at) 

 RJ-45 전원 입력 핀: 4,5,7,8 이나 1,2,3,6 

 802.3af 호환 Cat-5 cable (14.5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