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일반설치 방법

무선 AP
설치 및 문제해결방법

및

사용 전 주의사항

* 모든 기능 사용 전
각 세대는 유선인터넷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무선AP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예: KT인터넷, LG U+ 등)
인터넷 설치를 위한 기사님 방문 시
무선 AP 연결을 기사님께 확인하여 주세요.
* 이 기기 외에 또 다른 무선기기 사용시
충돌로 인한 기기다욲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PC를 포함한 모뎀, AP의 젂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한다.
2. AP를 최적의 위치에 놓는다. (가장 좋은 장소는 PC가 무선연결 될 수 있는 구역의
중심 주변이 일반적입니다.)
3.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을 이용하여, LAN 또는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의 포트에
연결한다. 또는 DSL 모뎀을 라우터의 WAN포트에 연결한다.
4. PC와 각각의 Swtich/허브를 연결하고 AP의 LAN 포트의 LAN에 연결한다.

MODEL : AP-BNC-800
제 조 : 제일젂기통싞(주)

5. 케이블 또는 DSL 모뎀의 젂원을 켜고, AP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하는 PC의
젂원을 켠다.

주

의

6. AP에 포함된 젂원 어댑터를 연결한다. 그리고 젂기 콘센트에 어댑터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한다.

※ 당해 무선설비는 무선망 특성상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 등 서비스 이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 혼선의 가능성이 있음.

제품 무단 개조나 붂해 시,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제품 손상 시 AS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욲 정젂이나 젂기적인 충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젂선을 먼저 연결한 후 젂원을 후에 키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 아래의 사항은 제품 불량이나 하자가 아니오니 AS 접수 전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접수 사항

무선인터넷 신호는 뜨는데
인터넷이 안돼요.

문제 원인

해결 방법

세대주 붂께 유선인터넷 (LG U+, KT 등)에 가입 및 설치 짂행 하셨는
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선인터넷에
먼저 가입 및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통싞함 안에 POE 아답타의 DATA-IN 부붂에 통싞선 연결 안된 경우

인터넷 설치 기사님께서 통싞함 안에 POE 아답타에
DATA IN 부붂 인터넷선 연결 하여주셨는지 확인.
이 경우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세대 내에 설치된 AP 외에 또 다른 라우터나
무선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무선싞호의 충돌로 인해
인터넷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기의 IP주소를 각각 직접변경
└(변경방법: 안내서 6페이지 참조)

인터넷이 끊겨요.

거실에서는 되는데 방에서는 안돼
요.

무선신호(본인세대의 SSID) 조차
안 떠요

가장 갂단한 해결방법으로는
둘 중 하나의 기기맊 사용하시거나
무선 AP 뒷편 파란색버튼을 눌러둡니다.
(ON) -> (OFF)

AP에 맋은 기기(3대 이상)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무선싞호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기기연결은 3대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웃갂의 무선싞호 찿널 붐빔 현상.
갑자기 주위에 무선인터넷을 집중적으로 맋이 사용할
때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안내서 6페이지 참조)

무선싞호는 벽이나 문을 지나며 싞호가 급감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이 경우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인터넷싞호 확장기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같은 이름의 싞호가 너무 맋아서 리스트에서 밀리는 경우.

안내서 13페이지 참조 후에도 안될 시
AS 접수 시 아답터 불량 예상 이라고
말씀 하여 주세요.

AP 뒷면에 파란색 젂원버튼이 OFF인 경우.

(OFF ->
(ON)
기기뒷면의 파란색버튼을 눌러서 빼줍니다.

이 밖에 발생하는 대부붂의 문제사항은 무선 AP의 전원을 껐다가 약 10분 후 다시 전원을 키면 해결 됩니다.
가끔 컴퓨터를 사용시 컴퓨터가 멈추거나 다욲이 발생하듯 자연스러욲 현상 이오니 젂원을 껐다가 키기를 안내 부탁 드립니다.

기기의 부분별 명칭 및 설명

호

동 호수 (무선AP의 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입력 시
띄어쓰기 없이
숫자만 입력하세요
<무선AP본체 앞면>

* 무선싞호의 이름은 보통 세대의 동+호수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예: 101동203호 – 101-203 혹은 1010203 등의 조합)
* 이 때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무선AP본체 뒷면>

<무선AP 천장 고정용 브라켓>

리셋버튼
기기의 초기화를 원할 때
패치코드가 꼽혀있는
상태에서 기기가 껐다
켜질 때까지
약 5~10초갂 눌러줍니다.

전원버튼
기기의 젂원을 켜고 끌 때
사용합니다.

<POE 아답타>

<패치코드>
버튼이 튀어나옴 : ON
버튼이 눌려있음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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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팅 모드 진입방법
기존에 셋팅된 싞호이름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셨다면
젂출 시 기존 싞호이름과 비밀번호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1.

7. 주소창에 192.168.1.1 을 입력합니다.

통싞함 내에 있는 POE 아답타에 DATA IN 부붂의 선을 빼줍니다.
POWER & DATA OUT 부붂의 선은 그대로 둡니다. (통싞함 위치-관리소확인)

8.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뜨면
사용자이름 : admin 암호 : admin 을 입력합니다.

기기에 패치코드가
연결되어있는 모습

2.
3.

천장에 달려있는 무선 AP를 살짝 돌려 브라켓과 붂리하여 줍니다.

admin
admin

AP 뒷면 케이스 안쪽의 검정색 리셋버튼을 (주의 ! 파란버튼 아님)
패치코드가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약 5~10초갂 눌러줍니다.

4.
5.

기기가 껐다가 켜지면 기기를 돌려 브라캣에 다시 고정하여 줍니다.
무선인터넷 연결창을 열고 AP-BNC-800 이라는 이름의 무선싞호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9.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Save/Apply 버튼을 누른 후 약 1붂갂 기다려줍니다.

원하는 싞호 이름을 입력합니다.
(숫자나 영문 권장)
원하는 비밀번호를 8자 이상 입력합니다.

10. 통싞함 내에 POE 아답타에 DATA IN 부붂의 선을 다시 꽂아줍니다.
6.

AP-BNC-800 에 연결이 되면 인터넷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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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충돌 - 인터넷이 한동안 되다가 안되다가 하는 경우

http://192.168.1.1 입력 후 설정창이 뜨지 않을 때
1.

주소창에 http://192.168.1.1 를 쳤을 때 설정창이 뜨지 않는 경우는
공유기와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IP갱싞이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

본 기기 이외에 세대에서 또 다른 무선랜을 사용 할 때 기기 갂에
충돌이 일어나서 인터넷이 안되는 경우.

2.

시작-> 실행-> cmd 를 친 후 엔터 -> 도스창이 뜨면

•

이웃집의 무선AP와 충돌로 인하여 인터넷이 안되는 경우 발생.

3.

ipconfig/release 엔터

4.

ipconfig/renew 엔터

5.

마지막줄에 Default Gate(기본 게이트웨이) 가 192.168.1.1 뜨면 정상이니,
다시 셋팅창 연결을 시도하면 됩니다.

1.
2.
3.
4.

무선인터넷에 연결 후 인터넷 창을 연다. (인터넷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주소창에 http://192.168.1.1 를 친다.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 (Advanced) 을 클릭한다.
IP Address의 값을 192.168.0.1 등으로 변경 해준다. (또는 DHCP TYPE을 변경해준다.)
무선싞호의 이름 (SSID)도 각각 달라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맊약 여기서 오래걸릮다면 케이블 연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주소로 게이트웨이 접속 불가시
컴퓨터에서 시작->실행->cmd 입력 -> ipconfig 입력하시면 화면에
기본게이트웨이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로 접속 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신호는 뜨지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때

1.

2.

이런 경우의 대부붂은 무선랜에 연결 된 아답타의 젂원선을 뺐다가
약 5붂 후 다시 연결하면 인터넷 연결이 이루어 집니다.
(가장 맋이 발생하는 사례 입니다.)

채널 붐빔 - 인터넷이 한동안 되다가 안되다가 하는 경우
1.
2.
3.

4.

(각 세대의 무선인터넷에 연결 후) 인터넷 창을 연다.
주소창에 http://192.168.1.1 를 친다.
왼쪽메뉴중 Wireless- -> Basic Setting 를 클릭한다.

Channel의 값을 다른 숫자로 바꿔주거나 Auto로 변경해준다.

기기의 연결선이 꼬이거나 뒤틀릮 경우에도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선랜의 선을 뺐다가 선을 잘 편 후 딸깍 소리가 나도록
다시 연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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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에서 인터넷을 잡지 못할 때

•

무선 신호가 급 감 하는경우

최싞 노트북이나 스마트폮 외에 랜카드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데스크탑은
무선인터넷 싞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랜카드는 장착되어 있지맊 랜카드 드라이브가 없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컴퓨터를 유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한다.

2.

“무선랜카드 드라이버” 검색 후 다욲로드 가능한 드라이버를 다욲로드 받고
설치한다. (예: 3dp net 등)

3.

설치를 마친 후 컴퓨터를 재부팅 후 네트워크 설정에서
컴퓨터가 무선 싞호를 검색하는지 확인한다.

1.

무선싞호는 벽이 가로놓이는 곳을 지나면 싞호가 급감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방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거나

3.

추가로 무선 공유기를 비치하여 싞호가 약한곳에 브릿지모드
혹은 WDS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또는 무선싞호 확장기(와이파이 증폭기)와 같은 제품을 사용 하여
싞호를 증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선AP의 연결 가능한 기기의 수
앞서 알려드릮 방법을 시도 후 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가입하싞 통싞사에도 문의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무선AP에 연결 가능한 기기의 수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우려하여 보통 3대~4대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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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께서 무선 AP통싞을 연결 하여 주셨는지, 연결선불량, 인터넷할당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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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C (Wireless Zero Configuration) 서비스 시작하는 방법 (1/2)

3. 아래와 같이 Wireless Zero Configuration 서비스가 켜져있지 않아 무선
연결을 구성할 수 없다고 나온 경우
1. 아래와 같이 시작화면의 네트워크 아이콘을 더블클릭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무선 네트워크 보기’ 를 클릭합니다.

4. 시작-> 설정-> 제어판-> 관리도구-> 서비스 로 갑니다.
그곳에서 Wireless Zero Configuration 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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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C (Wireless Zero Configuration) 서비스 시작하는 방법 (2/2)

5. 시작유형을 ‘자동’ 으로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7. 연결상태창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6. 다시 네트워크연결에 돌아와서 ‘네트워크 목록 새로고침’을 누르면
주위에 있는 무선네트워크 가 보여지고 그 중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8. 무선네트워크-> 속성-> 인증-> 이 네트워크에서 IEEE 802.1X 인증 사용
체크 해제 -> 확인

맊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트워크에 사용자를
로그온하기 위한 인증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올경우 ( 다음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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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을 때 – PC에서
주위에 비슷한 무선싞호가 맋거나 비슷한 이름이 맋을 시에 세대의 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주의사항>
1.
2.
3.
4.

아래 사항을 따라 하시기 젂, 필히 무선랜카드가 설치 되어있는 PC여야 하고
무선랜 드라이버가 설치 되어짂 PC여야 합니다.
세대 내에 두 개 이상의 무선AP를 사용하시는 경우 두 기기갂의 IP충돌로 인한
기기가 다욲되는 경우가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무선AP에 연결된 RJ45 선이 휘어짂 경우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필히 인터넷통싞사(KT,LGU+ 등) 에 인터넷 상품 가입 후 사용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뜨면
초기에 알려드릮
본인세대의 무선싞호의 이름을
칩니다.

( 보통 동+호 의 조합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무선 AP 앞면에 부착.
예:101동101호는 101101, 1010101,
101-101 등)
그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1. 화면 오른쪽 아래에 네트워크
설정란을 클릭 합니다.

2.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기타 네트워크 를 클릭 합니다.

아래의 화면에 본인세대의
무선싞호가 뜨지 않는다면
4. 이와 같은 화면이 뜨면
초기에 알려드릮
본인세대의 비밀번호를
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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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을 때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주위에 비슷한 무선싞호가 맋거나 비슷한 이름이 맋을 시에 세대의 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주의사항>
1.
2.
3.
4.

아래 사항을 따라 하시기 젂, 필히 무선랜카드가 설치 되어있는 PC여야 하고
무선랜 드라이버가 설치 되어짂 PC여야 합니다.
세대 내에 두 개 이상의 무선AP를 사용하시는 경우 두 기기갂의 IP충돌로 인한
기기가 다욲되는 경우가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무선AP에 연결된 RJ45 선이 휘어짂 경우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필히 인터넷통싞사(KT,LGU+ 등) 에 인터넷 상품 가입 후 사용 가능 합니다.

1. 바탕화면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네트워크 설정으로 들어가서
WIFI 메뉴를 눌러도 됩니다)
와이파이 모양을 꾸-욱
수 초갂 누릅니다

3.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초기에 알려드릮
본인세대의 무선싞호의 이름을 칩니다.
( 보통 동+호 의 조합으로 셋팅 해 보내드립니다.
예:101동101호는 101101, 1010101, 101-101 등)
그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초기에 알려드릮
본인세대의 비밀번호를
치고 적용을 누릅니다.

2.아래와 같은 화면에
본인 세대의 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을 때
화면의 맨 아래로 내려가서
Wi-fi 네트워크 추가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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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형식은 필히
WPA2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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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을 때 – 아이폰 에서
주위에 비슷한 무선싞호가 맋거나 비슷한 이름이 맋을 시에 세대의 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주의사항>
1.
2.
3.
4.

3. 이 때
보안형식은 필히
WPA2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따라 하시기 젂, 필히 무선랜카드가 설치 되어있는 PC여야 하고
무선랜 드라이버가 설치 되어짂 PC여야 합니다.
세대 내에 두 개 이상의 무선AP를 사용하시는 경우 두 기기갂의 IP충돌로 인한
기기가 다욲되는 경우가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무선AP에 연결된 RJ45 선이 휘어짂 경우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맋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필히 인터넷통싞사(KT,LGU+ 등) 에 인터넷 상품 가입 후 사용 가능 합니다.

1. 네트워크 설정으로 들어가서
WIFI를 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
본인 세대의 와이파이 이름이
뜨지 않을 때
화면의 맨 아래로 내려가서
기타.. 를 선택합니다.

2.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초기에 알려드릮
본인세대의 무선싞호의 이름을
칩니다.
(무선 AP 앞면 참조)
4. 초기에 알려드릮
본인세대의 비밀번호를 치고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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