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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신 영역을 외부 영역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된 AP- 7562는 견고한 실외 성능과 함께
최신 802.11ac 3x3:3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이중 무선 설계를 제공합니다. AP-7562는
2.4GHz 802.11n 무전기와 5GHz 802.11ac 무전기를 각각 하나씩 이용하는 3x3:3 802.11ac 액세스 포인
트입니다. AP-7562는 WiNG 인텔리전스에 최적화되어 QoS, 보안 및 이동성 서비스를 더 나은 용
량과 성능을 지원하도록 액세스 포인트로 확장합니다.
WiNG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배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G 아키텍처는 종속형 및 독립
형 아키텍처의 장점만을 활용해,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기반
으로 연결성, 품질,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스마트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WiNG 펌웨어를 실행하는 WLAN 또는 통합 서비스 컨트롤러에 채택된 후 AP-7562는 WiNG 네트워
크 관리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적응형 AP로 관리됩니다. WiNG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의 모
든 포인트에서 서비스와 보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응형 AP가 제공하는 최신 차별
화 기능을 다음 수준으로 확장합니다. 트래픽 흐름은 유선 혼잡을 방지하도록 최적화됩니다.
트래픽은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동적으로 흐르며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주요 위
치를 파악하여 대체 경로를 찾습니다. 혼합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는 WiNG 5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설명서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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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픽
. 표시를 사용하였습니다.

!

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무시하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장비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경고!

상해나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를 나타냅니다.

AP-7562 액세스 포인트

6

1.2 AP-7562 하드웨어
AP-7562 액세스 포인트는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 부품 번호

설명

AP-7562-67040-US

AP-7562 액세스 포인트 실외 IP67 이중 무선 3x3:3 802.11 a/b/g/n/ac 무선
SKU: US

AP-7562-67040-EU

AP-7562 액세스 포인트 실외 IP67 이중 무선 3x3:3 802.11 a/b/g/n/ac 무선
SKU: EU

AP-7562-67040-WR

AP-7562 액세스 포인트 실외 IP67 이중 무선 3x3:3 802.11 a/b/g/n/ac 무선
SKU: WR

참고 모든 AP-7562 액세스 포인트에는 내후성 이더넷 어댑터가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AP-7562 액세스 포인트에는 장착 키트/안테나 및 POE 인젝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1.3 AP-7562 안테나 액세서리
참고

안테나는 별도로 주문해야 하며 AP-7562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P-7562 안테나 제품군에는 다음 선택 사항 안테나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테나는
AP-7562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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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7562 이중 대역 2.4GHz / 5GHz 안테나 - 미국 및 캐나다
부품 번호

안테나 유형

2.4GHz 최대 게인

5.2GHz 최대 게인

ML-2452-HPAG4A6-01

다이폴

4.0

7.3

ML-2452-HPA6X6-036

다이폴

4.0

7.3

ML-2452-HPA6-01

다이폴

5.3

6.1

ML-2452-PNA5-01R

패널

5.5

6.0

ML-2452-PNL3M3-1

편파 패널

9.7

9.2

1.3.2

AP-7562 단일 대역 2.4GHz 안테나 - 미국 및 캐나다
안테나 유형

2.4GHz 최대 게인

ML-2499-FHPA5-01R

다이폴

5.3

ML-2499-HPA4-01

다이폴

4.5

패널

6.5

부품 번호

ML-2499-5PNL-72-N

1.3.3

AP-7562 단일 대역 5GHz 안테나 - 미국 및 캐나다
부품 번호

ML-5299-HPA5-01

안테나 유형

5.2GHz 최대 게인

다이폴

5.6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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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미국 SKU를 위한 실외 고도 게인 구성

FCC 요구 사항에 따라 UNII-1 대역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설치 작업자는 구성 중 다이
폴 안테나를 위한 안테나 고도 게인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Extreme 안테나 가이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extremenetworks.com/support.
5GHz 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실외 안테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5

색인

안테나 유형

부품 번호

고도 게인

1

다이폴

ML-5299-HPA5-01

-2.53

2

다이폴

ML-2452-HPAG4A6-01

5.7

3

다이폴

ML-2452-HPA6X6-036

3.9

4

다이폴

ML-2452-HPA6-01

4.09

AP-7562 이중 대역 2.4GHz/5GHz 안테나 - EU
부품 번호

안테나 유형

2.4GHz 최대 게인

5.2GHz 최대 게인

ML-2452-HPAG5A8-01

다이폴

7.5

8.0

ML-2452-PNA7-01R

패널

8.0

12.0

ML-2452-PNL3M3-1

편파 패널

9.7

9.2

1.3.6

AP-7562 단일 대역 2.4GHz 안테나 - EU
안테나 유형

2.4GHz 최대 게인

ML-2499-FHPA9-01R

다이폴

10.5

ML-2499-HPA8-01

다이폴

8.0

부품 번호

1.3.7

AP-7562 단일 대역 5GHz 안테나 - EU
안테나 유형

5.2GHz 최대 게인

ML-5299-HPA10-01

다이폴

10.5

ML-5299-HPA5-01

다이폴

5.6

부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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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드웨어 및 장착 액세서리
AP-7562는 PoE(Power over Ethernet) 장치입니다. 배포할 때 실외 정격 PoE 전원 공급 장치와 장착
브래킷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장 PoE 액세서리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부품 번호

설명

PD-9001GO-ENT

실외 IP66 802.3AT 기가비트 이더넷 전력 인젝터, 100-240 VAC 미국

PD-9001GO-ENT

실외 IP66 802.3AT 기가비트 이더넷 전력 인젝터, 100-240 VAC 국제

PD-MBKOUT

실외 PoE 장착 키트

1.5 AP-7562 장착 액세서리
AP-7562에는 유연한 3가지 장착 키트(KT-147407-01)가 있으며, 기둥 장착용 선택 사항 스탠드오프
확장 암(KT-150173-01)이 함께 제공됩니다.
부품 번호

설명

KT-147407-01

하드웨어 장착 키트

KT-150173-01

장착 키트용 12인치 확장 암

1.6 AP-7562 내후성 이더넷 액세서리
RJ45 내후성 커넥터 플러그 하나가 각 AP-7562 액세스 포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플러그가 필요한 경우, 다음 표에 나열된 부품 번호를 사용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KT-153676-01

주의

!

설명
RJ45 내후성 커넥터 플러그

RJ45 케이블을 연결할 때 모든 케이블이 하단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고 습기 유입을 방지할 드립루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가 치유 기능이 있는 내후성 테이프로 이더넷 케이블을
감싸십시오.

케이블에 드립루프를 구성하는 적절한 절차는 RJ45 내후성 커넥터에 포함된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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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포장 내용물
AP-7562 액세스 포인트 주변에서 모든 보호 포장재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보관 용기를
보관합니다. 모든 AP-7562 하드웨어를 받았는지 확인할 때는 6페이지의 AP-7562 하드웨어를
참조하십시오. 운송 상자와 AP-7562에 있는 일련 번호를 기록해 두고 보증 클레임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절차 중 참조합니다.

참고

운송 상자와 AP-7562 액세스 포인트에 있는 일련 번호를 기록해 두고 보증
클레임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절차 중 참조합니다.

운송 상자를 열 때 장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장비가 있는 경
우 지원 부서에 즉시 문의하십시오.
각 AP-7562 액세스 포인트(6페이지의 AP-7562 하드웨어 참조)에는 다음과 같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AP-7562 액세스 포인트
내후성 RJ45 플러그 키트
AP-7562 액세스 포인트 설치 설명서(본 설명서)

1.8 하드웨어 설치 지침

!

주의

모든 장치 배선은 NEC(National Electric Code)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국가나
지역의 규제 기관에서 정의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
빌딩과 구조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고!

AP-7562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할 때 안전 지침 및 경고를 엄격하게
준수하십시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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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조치

AP-7562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접지 및 피뢰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

•
•

설치 전문가는 모든 접지 요구 사항 및 지역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액세스 포인트 및 장착
자산이 올바르게 접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P-7562용 접지 케이블은 반드시
최소 #10 게이지 전선 단면이어야 합니다. 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접지 나사를 풀고 접지 케이블을 바로 아래에 있는 구멍에 삽입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 접지 나사를 풀고 주변에 접지 케이블을 감고 나사를 조입니다.
• 링 러그를 접지 케이블에 부착하고 접지 나사를 사용하여 장치에 고정합니다.
접지 케이블을 액세스 포인트에 적절히 연결하려면 16페이지의 AP-7562 접지 구역을
참조하십시오.
이더넷 및 피뢰를 위해 모든 차폐된 CAT5E 이더넷 연결에 상용 LPU(Lightning Protection Uni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PU는 실외용 등급이어야 합니다.
• 가능한 최상의 보호를 위해 LPU는 각 액세스 포인트 가까이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네트워크에 연결된 LAN이 있는 경우, 건물의 케이블 진입 지점에 보조 LPU가
필요합니다.

주의

!
•

표준 제품 보증 조건에서는 낙뢰로 인한 손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설치되면 LPU(Lightning Protection Unit)는 낙뢰의 유해한 효과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피뢰에 적용되는 모든 지역 및 국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배포 환경이 장치의 작동 온도 범위와 호환되는 연속 온도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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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경고
•
•
•
•
•
•
•
•
•
•
•
•
•
•
•
•
•
•
•
•

설치 지침과 설치 현장 조사 보고서를 모두 읽은 후, 장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액세스 포인트에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보석류와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장비를 올바르게 접지한 후에 전원에 연결하십시오.
이 장비에 연결된 모든 장치가 제대로 접지되고 배선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코드는 케이블 연결과 접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전기 회로에 연결하십시오. 전기
회로에 과부하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승인된 전원 코드만 장비에 연결하십시오.
전원 커넥터와 단자는 장비 운영 중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송신 중에 무선을 포함하는 구성 요소를 신체, 특히 얼굴이나 눈의 노출된 부위와 매우
가깝게 하거나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두침침한 곳에서 전원 회로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번개 치고 비오는 날처럼 서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상태에서는 이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원 회로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장비 주위에 통풍 상태가 적절하고 주변 온도가 장비 작동 사양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쪽의 전선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떨어지는 도구와 장비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설치 작업 현장 주변의
직원들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설치 작업 현장 주변의 차량 통행에 주의하십시오.
송신기가 특별히 이런 용도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차폐되지 않은 발파용 뇌관 근처 또는
발파 구역에서는 휴대용 송신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각 배포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확인하려면 현장 조사와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담당 직원을 배정하십시오.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서화하십시오.
이더넷 및 콘솔 포트 연결부를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케이블 길이가 최적의 신호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거리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PoE 케이블에 허용되는 최장 길이는 100미터입니다.

!

주의

RJ45 케이블을 연결할 때 모든 케이블이 하단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고 습기 유입을 방지할 드립루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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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액세스 포인트 배치
다음 권장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

장착 브래킷과 장착 확장 암 하드웨어 및 보조 하드웨어를 각각 식별합니다.
검정색 고어 통풍구를 아래로 하여 장치를 장착합니다.

•

네트워크 장치의 장착 높이가 30 - 35ft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포 영역의 지형, 우거진
숲 및 기타 장애물에 적합하도록 장착 높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장치는 권장되는 실외 배포 절차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배포할 때 가시선(LoS) 지침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
•

1.10 AP-7562 하드웨어 개요
AP-7562는 2.4GHz 802.11n 무전기와 5GHz 802.11ac 무전기를 각각 하나씩 이용하는 3x3:3 802.11ac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AP-7562는 장치를 배포하는 국가의 규제 기관이 정의한 RF 계획 및 규제 한도에 익숙한 숙련된
전문가가 설치해야 합니다. 배포 및 설치하는 동안 접지와 정전 방전(ESD) 보호를 위한 모든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P-7562 액세스 포인트는 장치 작동으로 인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1.10.1

AP-7562 포트 및 연결

AP-7562 액세스 포인트의 포트 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안테나 포트 R1-A, B와 C, R2-A, B와 C
콘솔 포트
GE1/POE - LAN 포트
GE2 - WAN 포트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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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AP-7562 안테나 커넥터

AP-7562 액세스 포인트(AP-7562-67040-US, AP-7562-67040-EU 및 AP-7562-67040-WR)는 두 활성 WLAN
데이터 무선을 지원하는 6개의 N 유형 커넥터로 구성됩니다.

경고!

안테나가 장착되지 않은 안테나 포트는 승인된 IP67 종단 장치를 사용하여
적절히 종단해야 합니다.

경고!

모든 안테나 커넥터는 내후성 테이프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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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장착 지침

다이폴 안테나 배포에 허용되는 장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 안테나 배포에 허용되는 장착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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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AP-7562 접지 구역

접지 구역은 액세스 포인트 하단, GND 기호 위에 있습니다.

경고!

AP-7562용 접지 케이블은 반드시 최소 #10 게이지 전선 단면이어야 합니다.

접지 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접지 나사를 사용하여 접지 구역에 접지 케이블을 단단히 부착합니다. 8mm 소켓 및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접지 나사를 30인치 파운드(lbf-in)로 조입니다.
링 러그를 접지 케이블에 부착하고 접지 나사를 사용하여 링 러그를 액세스 포인트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8mm 소켓 및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접지 나사를 30인치 파운드(lbf-in)로
조입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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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LED 표시등
AP-7562 액세스 포인트에는 인클로저 전면에 LED 작동 표시등이 있습니다. LED는 2.4GHz 무선(녹색)
및 5GHz 무선(황색)의 오류 상태, 송신 및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를
제공합니다.
2.4GHz 작동 LED(녹색)

작업

5GHz 작동 LED (황색)

구성되지
않은 무선

켜짐

정상 작동

• 이 무선 대역이 활성화된 경우:
• 이 무선 대역이 활성화된 경우:
5초 간격으로 깜박임
5초 간격으로 깜박임
• 이 무선 대역이 비활성화된 경우: • 이 무선 대역이 비활성화된 경우:
꺼짐
꺼짐
• 이 대역에서 활동이 있는 경우:
• 이 대역에서 활동이 있는 경우:
초당 1회 깜박임
초당 1회 깜박임

펌웨어
업데이트

꺼짐

켜짐

AP 모드
찾기

LED가 녹색, 빨간색, 황색 패턴의
불규칙한 깜박임 속도로 번갈아가며
깜박입니다. 이 LED 상태는 정상 작동
상태와 전혀 다릅니다.

LED가 녹색, 빨간색, 황색 패턴의
불규칙한 깜박임 속도로 번갈아가며
깜박입니다. 이 LED 상태는 정상 작동
상태와 전혀 다릅니다.

켜짐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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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7562 하드웨어 장착 및 설치
대부분의 배포에 AP-7562 장착 브래킷 키트(KT-147407-01)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둥 설치
또는 벽면 설치에 스탠드오프 거리가 필요한 경우 확장 암 키트(KT-150173-01)를 사용하십시오.

2.1 장착 브래킷 키트
AP-7562 장착 브래킷 키트(KT-147407-01)에는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왼쪽), 각도 어댑터 브래킷
(중앙) 및 기둥 장착 브래킷(오른쪽) 섹션을 포함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및 각도 어댑터 브래킷은 최적의 위치로 장치 방향을 맞추기 위해
회전하고(+/- 15도) 기울일 수(최대 45도) 있습니다.
장착 브래킷을 조립하기 위한 다음 보조 하드웨어가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수량

M6 톱니모양 육각 플랜지 나사

7

1/2인치 육각 헤드 너트

2

1/2인치 x 3/4인치 육각 헤드 볼트

2

10mm 어댑터가 있는 토크 렌치나 래칫 또는 조정 가능 렌치를 사용하여 장착 브래킷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설치 설명서

2.1.1

확장 암 키트

직경이 3인치 이상인 기둥에 AP-7562를 장착할 때는 안테나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 암
키트(KT-150173-01)를 사용하여 최소 12인치의 스탠드오프 거리를 제공하십시오.

확장 암 키트는 장착 브래킷 키트의 브래킷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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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암을 장착 브래킷 키트에 부착하는 다음 보조 하드웨어가 확장 암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수량

1/2인치 육각 헤드 너트

2

1/2인치 x 3/4인치 육각 헤드 볼트

2

2.2 기둥 장착 설치
장착 하드웨어 키트 및 확장 암을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하여 AP-7562를 기둥에 적절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최대 3인치인 기둥의 경우 최대 3/4인치 너비 또는 1/2인치 x 4인치 너비 U-볼트
및 너트의 밴드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둥의 원하는 위치에 장착 하드웨어 키트의 기둥 장착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기둥이 3인치보다 큰 경우 밴드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둥 장착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

주의

항상 검정색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AP-7562를 장착하십시오.

참고

U-볼트 및 밴드 클램프는 장착 브래킷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직경이 3인치보다 큰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확장 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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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기둥 장착

수직 기둥 장착 설치의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직경이 3인치보다 큰 기둥에 액세스
포인트를 장착할 때는 확장 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볼트를 사용할 때 기둥 직경이 최대 3인치인 기둥의 경우:
1. 두 개의 1/2인치 너트를 U-볼트에 끼웁니다.
2. 기둥에 U-볼트를 배치하고 U-볼트에 기둥 장착 브래킷을 배치합니다. 기둥 장착 브래킷을
기둥에 붙이고 U-볼트를 기둥의 원하는 장착 위치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을 때까지 두
개의 1/2인치 내부 너트를 조정합니다.

3. 바닥의 슬롯 연결부가 열린 상태로 U-볼트에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배치하고 기둥
장착과 맞춥니다. 두 개의 1/2인치 너트로 부착합니다. 300인치 파운드(lbf-in)로 모든
너트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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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선(비스듬하지 않음)쪽 섹션의 바닥이 고어 통풍구가 있는 AP의 바닥쪽을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배치합니다.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한
렌치를 사용하여 M6 플랜지 나사 4개로 액세스 포인트를 AP-7562에 부착합니다(조이지는
않음).

5.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측면에 있는 하단 구멍에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삽입합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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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측면에 있는 하단 구멍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각도 어댑터 브래킷
하단에 있는 열린 슬롯 연결부에 삽입합니다.

7.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위로 회전하고 측면의 상단 구멍을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맞춥니다.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삽입합니다.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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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한 렌치를 사용하여 열린 슬롯 연결부와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M6 육각 플랜지 나사로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각도
어댑터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모든 회전과 기울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9. 액세스 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하려면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회전하고(+/- 15도)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기울입니다(최대 45도).
10. 모든 육각 플랜지 나사를 60인치 파운드(lbf-in)로 조입니다.
밴드 클램프로 장착하는 경우:
1. 밴드 클램프를 사용하여 원하는 장착 위치에 기둥 장착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2. 열린 커넥터 슬롯이 바닥에 있도록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배치한 상태에서 두 개의
1/2인치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기둥 장착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300인치 파운드(lbf-in)로 너트를 조입니다.
3. 직선(비스듬하지 않음)쪽 바닥이 고어 통풍구가 있는 AP의 바닥쪽을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배치합니다.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한 렌치를
사용하여 4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AP-7562에 부착합니다
(조이지는 않음).
4.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측면에 있는 하단 구멍에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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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측면에 있는 하단 구멍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각도 어댑터 브래킷
하단에 있는 열린 슬롯 연결부에 삽입합니다.
6.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위로 회전하고 측면의 상단 구멍을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맞춥니다.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삽입합니다.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한 렌치를 사용하여 열린 슬롯
연결부와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M6 육각 플랜지 나사로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각도 어댑터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모든 회전과 기울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7. 액세스 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하려면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회전하고(+/- 15도)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기울입니다(최대 45도).
8. 모든 육각 플랜지 나사를 60인치 파운드(lbf-in)로 조입니다.
장착 하드웨어 키트와 함께 확장 암을 사용하려면:
1. U-볼트 또는 밴드 클램프를 사용하여 원하는 장착 위치에 기둥 장착을 부착합니다.

2. 3인치보다 작거나 큰 기능에 대한 장착 브래킷 섹션을 조립하고 배치하는 단계를
완료합니다. 21페이지의 수직 기둥 장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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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한 렌치를 사용하여 M6 육각 플랜지
나사로 확장 암을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두 개의 타원 구멍을 액세스
포인트의 짧은 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육각 플랜지 나사를 60인치 파운드(lbf-in)로 장치에
조입니다.

4.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두 개의 1/2인치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확장 암을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300인치 파운드(lbf-in)로
너트를 조입니다.

설치 설명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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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장착 설치

벽면 장착 설치의 경우 필요하면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과 각도 조정 브래킷만 사용합니다.

!

주의

항상 검정색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AP-7562를 장착하십시오.

참고

U-볼트 및 밴드 클램프는 장착 브래킷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래그 볼트는 장착 브래킷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열린 슬롯 연결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4개의 #10/32 래그 볼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장착 위치에서 각도 조정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2.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 렌치를 사용하여 4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로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AP-7562에 부착(조이지는 않음)하고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의 측면에 있는 하단 구멍에 삽입합니다.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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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측면에 있는 하단 구멍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각도 어댑터 브래킷 하단에 있는
열린 슬롯 연결부에 삽입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위로 회전하고 측면의 상단
구멍을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맞춥니다. 두 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를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삽입합니다.
4.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한 렌치를 사용하여 열린 슬롯 연결부와
각도 어댑터 브래킷의 상단 구멍에 4개의 M6 육각 플랜지 나사로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에 부착을 완료합니다. 모든 회전과 기울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5. 액세스 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하려면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을 회전하고(+/- 15도) 각도
어댑터 브래킷을 기울입니다(최대 45도).
6. 토크 렌치나 래칫 및 10mm 소켓이나 조정 가능 렌치를 사용하여 모든 조정이 완료되면
모든 나사를 조입니다.
7. 모든 육각 플랜지 나사를 60인치 파운드(lbf-in)로 조입니다.
장착 하드웨어 키트와 함께 확장 암을 사용하려면:
1. 열린 슬롯 연결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4개의 #10/32 래그 볼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장착 위치에서 각도 조정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2. 위에서 설명한 각도 어댑터 브래킷과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 섹션을 조립하고 배치하는
단계를 완료합니다. 21페이지의 수직 기둥 장착을 참조하십시오.
3. 고어 통풍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두 개의 ½인치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확장 암을 액세스 포인트 브래킷에 부착합니다. 300인치 파운드(lbf-in)로
볼트를 조입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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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한 AP-7562 전원 옵션
PoE(Power over Ethernet)는 AP-7562 액세스 포인트를 위한 전원입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AP-7562는
802.AT PoE를 지원하는 다음 인젝터 및 RFS 컨트롤러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외 PoE 인젝터가 필요한 설치의 경우 다음 옵션이 권장됩니다.
• PD-9001GO-ENT
PD-9001GO-ENT은 1-포트 802.3at PoE 기가비트 이더넷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제공된
내후성 키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실외 배포를 위한 IP66 등급입니다.
두 개의 전원 코드 옵션이 있습니다. PD-9001GO-ENT에는 표준 3갈래 전원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그는 필요한 경우 AC 전원에 연결할 때 설치자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PD-9001GO-ENT에는 리드가 열린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 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장착 키트 부품 번호는 9페이지의 하드웨어 및 장착 액세서리 참조).

참고

제품 설치 및 장착 지침은 실외 전원 인젝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컨트롤러 및 PoE 포트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WiNG 5.6 이상을 실행하는 WLAN 또는 통합
서비스 컨트롤러에 AP-7562 액세스 포인트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CAT5E 케이블을 사용하여 AP-7562에 대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7562의 GE1/POE
포트는 표준 CAT5E 케이블을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는 곳이며 장치와 함께 제공하는 내후성
RJ45 플러그 키트를 사용하면 이더넷 포트에서 실외 설치를 위한 내후성 밀봉이 유지됩니다.
CAT5E 케이블을 사용하여 건물 출구를 통해 RFS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경우 적절한 피뢰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스템을 식별하려면 전문 설치 기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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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액세스 포인트 구성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면 다음 WiNG Assist 구성 단계를 완료하여
최소한의 관리 작업으로 액세스 포인트를 가동하여 실행하십시오.
Startup Assist는 기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시작 보조 설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면 시작 지원을 다시 실행하거나 해당 매개 변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위치로 이동 한 다음 그에 따라 업데이트하십시오. 이 가이드에 설명 된
WiNG Assist 구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Extreme
Networks 지원 사이트에서 액세스 포인트의 고급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documentation.extremenetworks.com을 참조하십시오.
1. 적절한 전원 어댑터, PoE 인젝터 또는 PoE 스위치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에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2.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십시오.
• Express Access Point를 배치하는 경우 "ExpressXXYY"SSID에 연결하십시오
•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지점을 배포하는 경우 기본 IP 주소는 액세스 지점의 뒷면에
있습니다.

설치 설명서

3.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 기본 사용자 이름인 admin을 입력합니다.
4. Password(암호) 필드에 기본 암호인 admin123을 입력합니다.
5. Login(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 인터페이스를 로드합니다.

6. 공장 출하시 기본 구성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Startup Assist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Startup Assist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Startup Assist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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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tartup Assist는 자동으로 무선 전송 전력을 설정하고
자동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선택.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은 액세스 포인트 유형과
장치의 하드 코드 된 MAC 주소의 마지막 세 옥텟에
따라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WLAN 1과 WLAN 2는
기본적으로 VLAN ID 2200을 사용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조정하려면 해당 구성 화면을 직접
편집하십시오. 이 가이드에 설명 된 최소 WiNG 지원
구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액세스 포인트 구성에
대해서는 Extreme Networks 지원에서 사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 참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documentation.extremenetworks.com을
참조하십시오.

7. 다음 시작 지원 매개 변수를 설정하십시오.
• 가상 컨트롤러 - 동일한 모델의 액세스 포인트를 최대 24 개까지 관리하고
프로비저닝 할 수있는 가상 컨트롤러로이 액세스 포인트를 설정하려면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가상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액세스 포인트는이 액세스 포인트의 AP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나열합니다. 하나의 가상 컨트롤러 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이름 -이 액세스 포인트의 배포 위치와 관련된 국가를 설정합니다. 올바른
국가 선택은 법적 운영의 핵심입니다. 각 국가는 전자파 방출 및 전송할 수있는
최대 RF 신호 강도와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간대 - 드롭 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가 배치 된 지리적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지리적 시간대가 다르면 일광 절약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대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이 지리적 시간 변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 Date & Time (날짜 및 시간) - 액세스 포인트의 현재 시스템 시간에 대한 날짜, 시간
및 분을 설정합니다. 현재 시간이 AM인지 PM인지 지정하십시오.
• WLAN 1 이름 - 네트워크 식별자로이 WLAN의 고유 한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필수 설정입니다. 이 이름은 SSID에 사용되며 액세스 포인트의 무전기에
할당됩니다.
• 인증 - 최대 64 자까지 암호문을 적용하려면 PSK를 선택하십시오. 암호 구를 ASCII
또는 Hex 형식으로 제공하십시오. 인증하는 장치는 인증하는 동안 동일한 PSK
알고리즘을 사용해야합니다. 표시를 선택하면 노출 된 일반 텍스트로 키가
표시됩니다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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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열기)을 선택하면 액세스 포인트의 WLAN에 자격 증명 교환을 통한 보안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8. Apply (적용)를 선택하여 Startup Assist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액세스 포인트의
구성에 커밋합니다. Discard를 선택하여 마지막으로 저장된 구성으로
되돌립니다.
기본 설정 화면의 가상 컨트롤러, 국가 이름, 표준 시간대 및 날짜 / 시간 부분이
업데이트되어 Startup Assist 화면에 설정이 적용되고 저장됩니다. 시작 지원에서
작성된 WLAN 업데이트는 기본 화면이 아닌 무선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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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양
4.1 물리적 특성
치수

9.0인치 L x 10.0인치 W x 2.6인치 H
22.8cm L x 25.4cm W x 6.6cm H

무게( 장치)

5.6lbs/2.54Kg

하우징

실외 IP67 등급,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내부식성 인클로저, 염소 분무, 녹
ASTM B117

LED 작동 표시

상단에 장착된 LED 2개

업링크

2 포트(GE1/GE2) 자동 감지 10/100/1000BaseT 이더넷; GE1 LAN 포트의 802.3at

안테나 커넥터

6 N-유형 콘솔 포트

콘솔 포트

실외 정격 RJ45 콘솔 포트

멀티 대역 보안 센서

실외 24시간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WIPS)

4.2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30°C - 60°C/-22°F - 140°F

보관 온도

-40°C - 60°C/-40°F - 140°F

작동 습도

5% - 95% RH 비응축

IP 봉합

IP 67

작동 고도

8,000ft. (12°C에서)

보관 고도

30,000ft. (28°C에서)

풍력 등급

150mph

정전 방전

15kV(공중 방전), 8kV(접촉 방전)

작동 충격

IEC60721-3-4, Class 4M3, MIL STD 810F

작동 진동

IEC60721-3-4, Class 4M3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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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원 특성
작동 전압

36-57VDC

작동 전류

802.3at 모드의 48V에서 375mA

통합 PoE

802.3af, 802.3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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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정보
모든 Extreme Networks 장치는 판매 지역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현지 언어 번역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www.extremenetworks.com/support/
Extreme Networks에서 명시 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Extreme Networks 장비의 변경
또는 개조는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Extreme Networks
장치는 전문적으로 설치되며 무선 주파수 출력은 작동 국가의 최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테나 : 제공되거나 승인 된 교체 용 안테나 만 사용하십시오. 무단
안테나, 개조 또는 부착물이 손상 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Extreme Networks 무선 스위치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Extreme Networks에서 승인 한 UL Listed 모바일 컴퓨터, Extreme Networks 승인 및
UL Listed / Recognized 배터리 팩에만 사용하십시오.

5.1 무선 국가 승인
인증 마크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 인가 받은 무선 장치에 부착됩니다.
다른 국가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참조하십시오.
www.extremenetworks.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럽 국가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키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해당됩니다.
규정 승인 없는 장치 작동은 불법입니다.
국가 선택
장치를 사용 중인 국가만 선택합니다. 다른 국가를 선택할 경우 본 장치의 작동은 불법입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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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동 주파수 - FCC 및 IC
2.4GHz 전용
미국에서 802.11bg 작동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채널 1 - 11입니다. 채널의 범위는 펌웨어에
의해 제한됩니다.

참고 5.15 - 5.25GHz에 사용되는 모든 실외 안테나에 대한 EIRP는
30도(21dBm) 이상의 고도 각도에서 최대 125mW ERIP(21dB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3 Industry Canada 정책
주의: 5150 - 5250MHz 대역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본 장치는 동일 채널의 모바일 위성 시스템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력
레이더가 5250 - 5350MHz와 5650 - 5850MHz의 우선 사용권을 가지는 주 사용자로 할당되어 LE-LAN
장치에 간섭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vertissement: Le dispositive fonctionnant dans la bande 5150-5250 MHz est réservé uniquement pour une
utilisation à l'intérieur afin de réduire les risques de brouillage préjudiciable aux systèmes de satellites mobiles
utilisant les mêmes canaux.
Les utilisateurs de radars de haute puissance sont désignés utilisateurs principaux (c.-à-d., qu'ils ont la priorité)
pour les bands 5250-5350 MHz et 5650-5850 MHz et que ces radars pourraient causer du brouillage et/ou des
dommages aux dispositifs LAN-EL

5.4 건강 및 안전 권고 사항
5.4.1

무선 장치 사용에 대한 경고

무선 장치 사용 관련 경고 사항을 빠짐 없이 지키십시오.

5.4.2

공기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는 환경

무선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송신하여 의료 전기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선
장치를 다른 장비 가까이에 설치할 경우 인접한 장비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 조정기
심박조절기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휴대용 무선 장치와 심박조절기 사이에 15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심박조절기 사용 시 전위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권장 사항은 독립
연구소와 Wireless Technology Research의 권장 내용과 일치합니다.

38

AP-7562 액세스 포인트

심박조절기 사용자:
1.심박조절기를 켜 놓았을 때, 무선 장치로부터의 거리를 항상 15cm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2.안주머니에 장치를 넣지 마십시오.
3.조정기를 되도록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잠재적인 전파 장애를 최소화하십시오.
4.간섭이 발생한다고 의심되면 장치를 끄십시오.
기타 의료 장비
담당 의사나 의료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사용 중인 무선 제품의 작동이 의료 장비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5 RF 노출 지침
적절한 사용으로 RF 노출 감소
제공된 지침에 따라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무선 장치에서 나오는 RF 에너지 관련 안전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xtremenetworks.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Wireless Communications and Health(무선 통신과 건강)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원격 및 단독형 안테나 구성
EU RF 노출 요구 사항에 따라 외부 원격 위치에 설치된 안테나나 유사한 구성의 단독형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사용자 가까이에서 작동되는 안테나는 모든 사람과 최소 35cm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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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캐나다
동일 지역 정책
FCC RF 노출 적합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본 문서에서 이미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송신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를 기타 다른 송신기/안테나와 동일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함께
사용하면 안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RF 노출 요구 조건에 따라, 모바일 전송 장치는 인체에서 35cm 이상 거리를 두고
작동해야 합니다.
Pour satisfaire aux exigences Américaines et Canadiennes d'exposition aux radiofréquences, un dispositif de
transmission doit fonctionner avec une distance de séparation minimale de 35 cm ou plus de corps d'une
personne.

5.6 전원 공급 장치
이 장치의 전원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802.3af, 802.3at 또는 나열된 유형
번호PWR-BGA48V45W0WW 또는PD-9001GR-ENT, 직렬 플러그인 전원 공급 장치, 표시 Class
2 또는 LPS(IEC60950-1, SELV)만 사용하십시오. 대체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면 본 장비에
대한 승인이 무효화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5.7 전자파 간섭 규제 - FCC
본 장치는 FCC 규격 제15조의 Class B 디지털 장비 관련 규제에 따라 테스트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한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전자파를 생성, 사용, 발산하는 제품이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유해한 전자파 간섭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전자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장비에서 라디오와 TV 수신을 방해하는 유해한
전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 전원을 껐다 켜고, 다음 방법에 따라 간섭을 해결하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바꾸십시오.
• 수신기와 장비 사이 거리를 넓히십시오.
• 수신기와 장비를 서로 다른 단자에 꽂으십시오.
• 판매점이나 라디오/TV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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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무선 송신기(제15조)
본 장치는 FCC 규정의 제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에 따릅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5.8 무선 주파수 간섭 요구 조건 – 캐나다
RLAN 장치:
캐나다에서 5GHz RLAN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 5.60 - 5.65GHz로 대역이 제한됩니다.
본 장치는 Industry Canada의 RSS 210에 적합하며, 작동은 다음 두 조건에 따릅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Ce dispositif est conforme à la norme CNR-210 d'Industrie Canada applicable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Son fonctionnement est sujet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le dispositif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préjudiciable, et (2) ce dispositif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eçu, y compris un brouillage susceptible
de provoquer un fonctionnement indésirable.
마크 표시: 무선 인증 마크 앞에 "IC:"가 추가되어 있으면 Industry Canada 기술 규격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무선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EIRP(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가 통신에 허용되는 수치 이하인 안테나 종류 및 안테나 게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전송할 정보가 없거나 작동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트롤이나 신호 정보의 전송 또는 기술에 필요한 코드의 반복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현지 규제법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 소프트웨어는 승인된 안테나의 안테나 유형 및 안테나
게인을 구성하는 옵션을 설치 전문가에게 제공합니다.
이 무선 송신기 모델: AP-7562는 표시된 각 안테나 유형에 대해 최대 허용 가능한 게인과 필요한
안테나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아래 나열된 안테나 유형에서 작동하도록 Industry Cana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게인이 해당 유형에 대해 표시된 최대 게인보다 더 높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안테나 유형은 이 장치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Le présent émetteur radio MODEL: AP-7562 a été approuvé par Industrie Canada pour fonctionner avec les types
d'antenne énumérés ci-dessous et ayant un gain admissible maximal et l'impédance requise pour chaque type
d'antenne. Les types d'antenne non inclus dans cette liste, ou dont le gain est supérieur au gain maximal indiqué,
sont strictement interdits pour l'exploitation de l'émetteur.
처음에 AP-7562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2.4GH 및 5GH 안테나 목록에 대해서는 이 설명서의 6페이지
의 AP-7562 안테나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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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CE 마크 및 EEA(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의 2.4GHz RLAN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최대 방사 송신력: 100mW EIRP(주파수 범위: 2.400 - 2.4835GHz)
• 이탈리아에서는 실외 사용을 위해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5.10 준수 선언
Extreme Networks는이 무선 장비가 지침 2011 / 65 / EU 및 1999 / 5 / EC 또는 2014 / 53 / EU (2017 년
6 월 13 일부터 1999 / 5 / EC 대신 2014 / 53 / EU)를 준수 함을 선언합니다.

5.11 기타 국가
호주
호주에서의 5GHz RLAN 사용은 5.50 - 5.65GHz 대역에서 제한됩니다.
브라질(불요 방사 - 모든 제품)
AP-7562 규정 선언서- 브라질
자세한 내용은 http://www.anatel.gov.br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Declarações Regulamentares para AP-7562 - Brasil
Nota: A marca de certificação se aplica ao Transceptor, modelo AP-7562. Este equipamento opera em caráter
secundário, isto é, não tem direito a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mesmo de estações do mesmo tipo,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a sistemas operando em caráter primário. Para maiores informações sobre
ANATEL consulte o site: http://www.anatel.gov.br.
칠레
Este equipo cumple con la Resolución No 403 de 2008, de la Subsecretaria de telecomunicaciones, relativa a
radiaciones electromagnéticas.
중국

www.extremenetworks.com/support

http://www.tena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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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KTA1039에 따르면 대역 5.15GHz - 5.35GHz는 실내 작동 전용입니다.
멕시코
주파수 제한 범위: 2.450 - 2.4835GHz
La operación de este equipo está sujeta a las siguientes dos condiciones: (1) es posible que este
equipo o dispositivo no cause interferencia perjudicial y (2) este equipo o dispositivo debe aceptar
cualquier interferencia, incluyendo la que pueda causar su operación no deseada.
대한 민국
2400 - 2483.5MHz 또는 5725 - 5825MHz를 사용하는 무선 장비의 경우 다음 두 가지 표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설치 설명서

대만

「電磁波曝露量MPE標準值1mW/cm2，本產品使用時建議應距離人體：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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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태국

AP-7562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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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전기 전자 폐기물 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 의회의 폐 전기 전자 제품 (WEEE)에 관한 지침 2012/19 / EU에 따라 :
1 위 기호는 별도의 전기 및 전자 장비 수거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2이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수거하고 처리해야합니다.
3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로 인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잠재적 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유럽 의회가
결정했습니다.
4 사용 가능한 수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WEEE가 올바르게 취급되도록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 가능한 수집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Extreme에 문의하십시오.
Green@extremenetworks.com 의 환경 준수.

5.13 터키의 WEEE 준수 선언

6 AP-7562 시리즈 ROHS 준수

本表格依据SJ/T 11364 的规定编制。
O:表示该有害物质在该部件所有均质材料中的含量均在
GB/T
26572
规定的限量
要求以下。X:表示
该有害物质至少在该部件的某一均质材料中的含量超出GB/T 26572 规定 的限量要求。(企业可在此处，根据实际
情况对上表中打“×”的技术原因进 行进一步说明。）
이 표는 중국 RoHS 요구 조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