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5131 AP(Access Point)
기업용 802.11 a/b/g AP(Access Point): 유무선 복합 무선 네트워킹
유무선 LAN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고성능 유선 및
무선 연결
소기업 및 소매점 전용으로 설계된 AP-5131은 단일 장비로 기업 수준
의 성능과 보안을 갖춘 유선 및 무선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지사에
있는 원격 직원부터 가정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자에게까지 이 솔
루션을 간편하게 설치하여 유연성 있게 기업 사설 네트워크와 인터
넷에 고속으로 연결하고, 대부분의 필수 애플리케이션(예: 실시간 비
디오 및 음성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AP-5131은 원격 근
무자에게 새로운 수준의 비용 효율성 및 네트워킹 편이성을 제공합
니다. 통합 라우터, 상태 보존형(stateful) 검사 방화벽, VPN, DHCP 서
버, QoS 엔진 등을 통해 소규모 지사에 IT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며, 쓸데없이 다양한 장비를 구매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업용 보안 및 관리 기능
최신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무선 랩탑 컴퓨터 및 기타
모바일 장치뿐만 아니라 유선 데스크톱까지 모든 사용자에게 기업
수준의 보호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으로
현지 일반 직원이나 네트워크 운영 센터(NOC: Network Operations
Center)의 IT 전문가가 사용하기 쉬우며,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관
리가 가능합니다.

이중 무선 802.11 a/b/g 아키텍처
이중 무선 아키텍처는 이중 대역 데이터 서비스 또는 단일 대역 데이
터 서비스와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전대역 비
인증(Rogue) AP 감지를 통해 유연성 있게 최적의 무선 LAN 네트워킹
및 보안 요건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이중 및 단일 대역 안테나는 최소
한의 액세스 포인트로 거의 모든 환경에서 무선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제품 디자인
견고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엔지니어링된 AP-5131은 소매점부터 혹
독한 산업 환경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케이블과 콘센트를 연결할 필요가 없는 802.3af
PoE(Power-over-Ethernet) 및 다양한 장착 옵션이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빠르고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지원
간단한 것부터 풍부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까지
QoS를 위한 WMM™(Wi-Fi Multimedia) 표준의 준수로 안정된 성능을
보장합니다. AP-5131을 사용하면 VoIP(Voice-over-IP)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음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는 멀티 미디
어 키오스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은 화상 회의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ymbol은 기업용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하여 성공적으로 모바일
솔루션을 설계,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및 전문 기술
을 갖춘 완벽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P-5131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ymbol 연락처(+1 (800) 722-6234 또는 +1 (631) 738-2400)로 문의
하거나 웹 사이트 www.symbol.com/AP5131을 방문하십시오.

기능

장점

WAN 및 LAN 이더넷 포트

유선 및 무선 네트워
킹용 통합 솔루션

통합 라우터, 방화벽 및
DHCP 서버

간편한 범위 조정, 업그
레이드 및 유지 기능

이중 무선, 이중 대역 설계 –
802.11 a/b/g(2.4/5 GHz 대역)

표준 IEEE WLAN 호환

3중 방법론 비인증 AP 감지:
온채널, mobile unit, 전용 무
선 이중 대역 스캐닝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즉시 식별하고 보고하여
네트워크 보호

산업용 기계 설계, UL 2043
Plenum 등급

혹독한 환경 등 거의
모든 환경에 설치 가능

802.11i, WPA2 및 WPA, TripleDES 암호화가 포함된 IPSec

엔드 투 엔드 기업용 유
무선 보안

WMM™(Wi-Fi Multimedia)
QoS(Quality of Service) 및 음성
우선 항목 지정

비디오 및 음성 기능 등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뛰어난 성능

802.3af PoE(Power-over-Ethernet)

전원 공급을 위한 케이
블 및 콘센트가 필요 없
는 비용 절감형 설치

Java™ 웹 기반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 Symbol
MSP(Mobility Services Platform),
SNMP v3, CLI(Command line
Interface)

유연한 관리 옵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쉬운
관리 기능

유연한 장착 옵션: 천장
타일 위/아래, 벽, 책상

거의 모든 환경에 설치
가능(천장 타일 위에 보
이지 않게 설치 가능)

RoHS 준수

최신 EU 환경 표준 준수

AP-5131 사양
물리적 특징
규격:

세로 5.32인치 x 가로 9.45인치 x 높이 1.77인치
세로135 mm x 가로 240 mm x 높이 45 mm

무게:

1.95 lbs/0.884 kg

케이스:

금속, Plenum 등급 케이스(UL2043)

장착 가능한
구성:

책상, 천장 위, 천장 아래, 벽

LEDs:

상단 LED 4개, 하단 LED 2개 (표시 모드:
802.11 a/802.11 g 활성, 전원, 채택 및 오류)

업링크:

WAN, LAN 포트 자동 감지 10/100Base-T 이더넷

작동 대역:

FCC
2.412 ~ 2.462 GHz
5.150 ~ 5.250 (UNII -1)
5.250 ~ 5.350 (UNII -2)
5.725 ~ 5.825 (UNII -3)
5.725 ~ 5.850 (ISM)
일본
2.412 ~ 2.484 GHz
4.900 ~ 5.000 GHz
5.150 ~ 5.250 GHz

EU
2.412 ~ 2.472 GHz
5.150 ~ 5.250 GHz
5.150 ~ 5.350 GHz
5.470 ~ 5.725 GHz
(국가별)

수신기 감도:

Radio.11 a(dBm)
10% PER for 1000bytes
IEEE 802.11 a sect
17.3.10.1(최소) 및
17.3.10.4(최대)

6 Mbps
9 Mbps
12 Mbps
18 Mbps
24 Mbps
36 Mbps
48 Mbps
54 Mbps

-91
-89
-87
-83
-81
-78
-74
-73

Radio.11 g(dBm)
10% PER for 1000Octets
IEEE 802.11 g 항목
19.5.1(최소) 및
19.5.3(최대)

6 Mbps
9 Mbps
12 Mbps
18 Mbps
24 Mbps
36 Mbps
48 Mbps
54 Mbps

-89
-88
-85
-82
-80
-77
-72
-70

Radio .11 b(dBm)
8% PER for 1,024Octets

1 Mbps
2 Mbps
5.5 Mbps
11 Mbps

-94
-90
-88
-84

사용자 환경
작동 온도:

-4°F ~ 122°F/-20°C ~ 50°C

보관 온도:

-40°F ~ 158°F/-40°C ~ 70°C

작동 습도:

5% ~ 95% RH 비응축

작동 고도:

82°F/28°C에서 8000 ft./2438 m

보관 고도:

53°F/12°C에서 15000 ft./4572 m

정전 방전:

15 kV 공기중, 8 kV 접촉

전원 사양
작동 전압:

48 V DC

작동 전류:

200 mA

통합 PoE 지원:

LAN 포트에서 802.3af

무선 사양
무선 매체: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및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사용 가능한 전송
전력 설정:

네트워크 표준:

802.11 a, 802.11 b, 802.11 g, 802.3

규정

지원되는 데이터
전송 속도:

1, 2, 5.5, 6, 9, 11, 12, 18, 24, 36, 48, 54 Mbps

표준 준수:

Wi-Fi: 802.11 a/b/g, WPA2, WMM

작동 채널:

채널 8 – 169 (5040 – 5845 MHz)
(4920 – 4980 MHz) 일본 전용
채널 1 – 13 (2412 – 2472 MHz)
채널 14 (2484 MHz) 일본 전용

제품 안전 인증:

UL/cUL 60950-1, IEC/EN60950-1, UL2043, TUV GS

무선 승인:

FCC(미국), Industry Canada, CE(유럽), TELEC(일본)

4 – 20 dBm

실제 작동 주파수는 규정 및 인증 기관에 따라 다름

Symbol Technologies 소개
Symbol Technologies, Inc. (The Enterprise Mobility Company™)는 비즈니스 활동 장소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캡처, 이동, 관리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용 모바일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입니다. Symbol의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에는 첨단
데이터 캡처 제품, RFID 기술,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 무선 인프라,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Symbol Enterprise Mobility Services 브
랜드의 세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Symbol의 기업용 모바일 제품 및 솔루션을 사용하면 생산성 향상,
영업 비용 감소, 운영 효율성 제고, 세계 선두 업체에 대한 경쟁적 우위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ymbol.com을 방문하십시오.
본사
Symbol Technologies, Inc.
One Symbol Plaza
Holtsville, NY 11742-1300
전화: +1.800.722-6234
+1.631.738.2400
팩스: +1.631.73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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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Symbol Technologies Asia, Inc.
(싱가포르 지사)
Asia Pacific Division
230 Victoria Street #12-06/10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전화: +65.6796.9600
팩스: +65.6796.7199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Symbol Technologies
EMEA Division
Symbol Place, Winnersh Triangle
Berkshire, England RG41 5TP
전화: +44.118.9457000
팩스: +44.118.9457500

북미,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지역
Symbol Technologies
The Americas
One Symbol Plaza
Holtsville, NY 11742-1300
전화: +1.800.722.6234
+1.631.738.2400
팩스: +1.631.738.5990

Symbol 웹 사이트
Symbol 지사 및 협력 업체 목록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symbol.com
전자 메일
info@symb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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