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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소개

무선 네트워크 업계의 선구자 D-Link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망을 구성하고 싶은 기업을 위핚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D-Link의 새로운 AirPremier 
AC(802.11 Lan) 듀얼 밴드 AP인 'DAP - 2695' 모델입니다. 각종 보앆모드와 관리할 수 있는 듀얼 밴드 무선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대규모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과 같은 비지니스급 홖경에서 동작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를 위한 LAN 옵션도 제공합니다. 

다용도 억세스 포인트
AirPremier N, 듀얼 밴드 PoE 액세스 포인트는 네트워크 관리자를 위한 OWS를 제공합니다.
매우 강력한 듀얼 밴드 무선 네트워크가 탑재되었고. 3개의 착탈 가능한 듀얼 밴드 앆테나는 최적의 무선을 제공합니다
2.4GHz 대역 ( 802.11g 및 802.11n ) 또는 5GHz 대역 ( 802.11n 과 802.11ac 의 ) 밴드인 듀얼밴드를 지원합니다.
플레티넘 등급의 금속판으로 둘러싸여 통로에 배치하기 위한 엄격한 소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02.3af 젂원을 통합하여 젂원 케이블이 닿지않는 곳에서도 편리하게 젂원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AirPremier N 듀얼 밴드 802.11AC PoE 액세스 포인트는 최대 무선싞호로 앆정적인 무선성능을 제공합니다
5GHz 대역의 무선대역 중 하나에서 1750Mbps의 최고속도를 제공합니다.
Wi-Fi 멀티미디어 ™ ( WMM ) 를 지원하도록 해서 오디오, 비디오 및 음성 애플리케이션을위한 이상적인 액세스 포인트 입니다.
최대한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밸런싱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보안
앆젂한 무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AirPremier N 듀얼 밴드 PoE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최싞 정보를 제공합니다
WPA 및 WPA2 ( 802.11i 표준 ) 의 개인 및 기업의 두 버젂을 지원합니다.
RADIUS 서버를 홗용할 수 있으며, 또한 무선 네트워크 MAC 주소 필터링, 무선 LAN 세그먼트, 비홗성화를 보호하기 위해 SSID 브로드 캐스트, 
무단 AP 탐지와 무선 브로드캐스트 스케줄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rPremier AC 듀얼 밴드 PoE 액세스 포인트는 여러 SSID를 실시하기 위해 최대 16 개의 VLAN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IEEE 표준의 802.11ac 에서 파생 된 최대 무선 속도1350Mbps를 지원합니다. 802.11g, 802.11a, 802.11n의 실제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태 및 네트워크 트래픽 양, 건물
재료 및 건축, 네트워크 오버 헤드, 저품질 데이터 처리 속도 등의 홖경 요인. 홖경 조건에 악영향은 무선 싞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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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y IEEE의 802.11ac와 b / g / N /에 준거. 한 기기와 이더넷 장치에 IEEE802.3/u/ab 가 완벽 호홖됩니다. 완벽하게 상호 운용 가능한 무선 LAN 
브리지에 이더넷을 제공합니다.
y 완벽한 IEEE 802.11b 호홖성 제공. 11Mbps data rate
y 완벽한 IEEE 802.11g 호홖성 제공. 54Mbps data rate
y 완벽한 IEEE 802.11a 호홖성 제공. 54Mbps data rate
y 완벽한 IEEE 802.11n 호홖성 제공. 450Mbps data rate
y 완벽한 draft 802.11ac 호홖성 제공. 1300Mbps data rate
y 세계적인 규격을 맞추기 위해 2.4~2.5GHz 그리고 5.15~5.85GHz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y IEEE 802.11ac 그리고 b/g/n/a 에서 64/128-bit WEP 보앆모드를 지원합니다.
y 자동으로 최적 홖경에 따른 최적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y 웹 설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y 고급 보앆 모드를 지원합니다.– WPA-PSK 그리고 WPA2-PSK, RADIUS client, Cipher negotiation
y 802.3af PoE port를 지원합니다.
y 기가비트 인터넷 포트를 지원합니다.
y AP Mode, WDS Mode, WDS with AP, 그리고 Wireless Client Mode
y SNMP v1,v2,v3
y Trap server (SNMP v1, v2c)
y AP Manager II and D-View 6.0
y AP Array 그리고 AP Array 설정 툴
y Port Redundancy
y RJ-45 디버그용 콘솔 포트

* IEEE 표준의 802.11ac 에서 파생 된 최대 무선 속도1350Mbps를 지원합니다. 802.11g, 802.11a, 802.11n의 실제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태 및 네트워크 트래픽 양, 건물
재료 및 건축, 네트워크 오버 헤드, 저품질 데이터 처리 속도 등의 홖경 요인. 홖경 조건에 악영향은 무선 싞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동작 주파수 범위는 개별 국가 및 관할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DAP-2695은 5.25 ~에서 5.35GHz 및 5.47 ~ 5.725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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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Contents

•
•
•
•
•
•
•
•

DAP-2695 Access Point
여섯 개의 앆테나
파워어뎁터
PoE 유닛
거치대용 부품
랜 케이블
콘솔케이블
CD (프로그램과 영문메뉴얼)

Note: 동봉된 DAP-2695와 다른어뎁터를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며 A/S를 받을 수 없거나 유상 A/S 대상입니다.

System 
Requirementsy Computers with Windows®, Macintosh®, or Linux-based operating systems with an installed Ethernet 

Adapter
y Internet Explorer Version 7.0 or Firefox 3.0 and Above (for configuration)

6



D-Link DAP-2695 User Manual

Hardware Overview

LEDs Connections

1 2 3 4 5

1   2 3 4 5

1

2

3

5GHz

2.4GHz

LAN1 (PoE)

켜짂 경우 5Ghz동작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트래픽이
있으면 깜빡입니다.

켜짂 경우 2.4Ghz동작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트래픽
이 있으면 깜빡입니다.
이더넷 포트는 PoE 장비를 통해서 연결될 때 불이
들어오는 포트입니다.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램프가 깜빡이게 됩니다.
연결시에는 불맊 들어옵니다.
이더넷 포트는 연결될때 불이 들어오는 포트입니다.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램프가 깜빡이게 됩니다.
연결시에는 불맊 들어옵니다.

젂원을 넣고 부팅할 때 불이 깜빡이게 됩니다.

1

2

3

4

5

Reset Button

Console Port

LAN2 Port

LAN1 (PoE) Port

AP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하는 버튺입니다. 10여초갂
충분히 누릅니다.

콘솔 케이블로 연결해서 설정할 때 사용하는 포트
입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서 PoE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젂원을 공급합니다.

4

5

LAN2

Power

Power Receptor  젂원 어뎁터로 젂기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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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stallation
Hardware Setup

AP에 젂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Method 1 - PoE switch.가 있는 경우.
Method 2 - PoE switch.가 없고 젂원콘센트가 없는 경우..
Method 3 - PoE switch.가 없고 젂원콘센트가 있는 경우.

Method 1 - PoE 스위치가 있는 경우

1. AP의 LAN1(PoE) 쪽에 CAT5 이상의 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랜 케이블의 다른 한 쪽은 PoE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DAP-2695

PoE Switch or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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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2 - PoE 스위치도 없고 전원 콘센트도 없는 경우

1. PoE어뎁터의 데이터 OUT(혹은 PoE)과 DAP-2695를 연결합니다.

2. PoE어뎁터의 데이터IN과 스위치, 혹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3. PoE어뎁터에 파워를 연결합니다.

4.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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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3 – PoE가 없고 전원 콘센트는 있는 경우

1. DAP-2695와 스위치 혹은 허브를 연결합니다.

2. 동봉된 파워 어뎁터로 DAP-2695를 연결합니다.

3.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DAP-2695

Power Adapter

PC Switch or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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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User Interface
DAP-2695는 사용자가 장치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할 수 정교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구성 설정의 대부분은 기본 설정 섹션, 고
급 설정 및 상태를 포함하는 웹 GUI의 왼쪽에 있는 메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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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무선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 포인트의 기본 무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 가지 무선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AP) - 무선 wireless를 맊드는 데 사용
AP with WDS – 다수의 무선 AP를 서로 연결하며 wireless 통싞도 동시에 합니다.
WDS - 다수의 무선 AP를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Wireless Client – AP가 일종의 무선 랜 카드처럼 동작하는 것입니다.

Access Point Mode

Wireless Band: 2.4G와 5G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ode: 무선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twork Name (SSID): 무선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SSID의 기본설정은 Dlink 입니다. 쉽게 이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무선이름은 32자까지가능하며 영문과숫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SSID Visibility: Enable, Disable 설정에 따라서 무선이름이
보이거나 앆보이도록 설정할수있습니다.

Auto Channel Selection: 자동으로 채널을 지정해줍니다.
설정할경우 자동으로 최적채널을 찾아줍니다.
기본값은 켜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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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채널을 수동으로설정합니다.
설정하려면 자동채널 옵션을 끄고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Note: 자동/수동설정은 홖경에 따라서 설정해주는것이좋습니다.

Channel Width: 채널폭은 무선속도를 정할수있습니다. 20Mhz 일 때는 최대 연결 대역폭은 150Mbps입니다.
20/40Mhz 자동일때는 최대 연결 대역폭이 300Mbps입니다. 홖경에 따라서 대역폭을 조젃해서 사용을 권합니다.

Authentication: Open System 은 네트워크를통해 암호화없이 데이터를젂달합니다.
Shared Key 는 동일한 WEP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멀티 SSID홖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WPA-Personal 는 RADIUS 서버가 필요없는 개인용 WPA 보앆 모드입니다.
WPA-Enterprise 는 RADIUS server 가 필요합니다. 
기업용으로 맋이 사용하는 보앆모드입니다.
802.1X 는 네트워크 포트기반으로 네트워크엑세스를 제어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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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S with AP Mode
Wireless Band: 2.4G와 5G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ode: WDS with AP mode 를 선택합니다.

Network Name (SSID): 무선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SSID의 기본설정은 Dlink 입니다. 쉽게 이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무선이름은 32자까지가능하며 영문과숫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SSID Visibility: Enable, Disable 설정에 따라서 무선이름이
보이거나 앆보이도록 설정할수있습니다.

Auto Channel Selection: 자동으로 채널을 지정해줍니다.
설정할경우 자동으로 최적채널을 찾아줍니다.
기본값은 켜져있습니다.

Channel: 채널을 수동으로설정합니다.
설정하려면 자동채널 옵션을 끄고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Channel Width: 채널폭은 무선속도를 정할수있습니다. 20Mhz 일
때는 최대 연결 대역폭은 150Mbps입니다.
20/40Mhz 자동일때는 최대 연결 대역폭이 300Mbps입니다.
홖경에 따라서 대역폭을 조젃해서 사용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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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AP MAC Address: WDS설정을 하기 젂에 AP끼리의 기본 무선 설정은 동일하게 맞춰주는것이 좋습니다.
WDS모드는 Mixed 802.11 b/g/n 의 2.4G, 그리고 Mixed 802.11 a/n/AC 의 5G 를 지원합니다.
Auto 20/40 MHz 로 설정된경우 40MHz를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Site Survey: 상대방 AP의 MAC주소를 먼저 입력합니다.
MAC주소를 먼저 입력하지않고 Scan버튺으로 검색해서 상대방을잡을수있지맊, 100% 확실한방법은 아니므로 수동으로
직접확인하셔서 MAC주소를입력하는것을 권합니다.

Authentication: 암호화 인증 모드입니다. Open System, Shared Key, WPA-Personal. 보앆모드를 사용할수있습니다.
Open System 은 암호가없는 개방된상태를 말합니다.
Shared Key 는 WEP 암호화를 기본으로 동작합니다.
WPA-Personal 은 보앆서버가 필요없으며 가장강한 보앆모드로연결됩니다.
이 설정도 상대방의 암호 설정과 100%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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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S Mode
Wireless Band: 2.4G와 5G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ode: WDS 모드를 선택합니다.

Network Name (SSID): 무선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SSID의 기본설정은 Dlink 입니다. 쉽게 이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무선이름은 32자까지가능하며 영문과숫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SSID Visibility: Enable, Disable 설정에 따라서 무선이름이 보이
거나 앆보이도록 설정할수있습니다.

Auto Channel Selection: 자동으로 채널을 지정해줍니다.
설정할경우 자동으로 최적채널을 찾아줍니다.
기본값은 켜져있습니다.

Channel: 채널을 수동으로설정합니다.
설정하려면 자동채널 옵션을 끄고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Channel Width: 채널폭은 무선속도를 정할수있습니다. 20Mhz 
일 때는 최대 연결 대역폭은 150Mbps입니다. 홖경에 따라서
대역폭을 조젃해서 사용을 권합니다.

Remote AP MAC Address: WDS설정을 하기 젂에 AP끼리의 기본 무선 설
정은 동일하게 맞춰주는것이 좋습니다.
WDS모드는 Mixed 802.11 b/g/n 의 2.4G, 그리고 Mixed 802.11 a/n/AC 의
5G 를 지원합니다.
Auto 20/40 MHz 로 설정된경우 40MHz를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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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urvey: 상대방 AP의 MAC주소를 먼저 입력합니다.

MAC주소를 먼저 입력하지않고 Scan버튺으로 검색해서 상대방을잡을수있지맊, 100% 확실한방법은 아니므로 수동으로
직접확인하셔서 MAC주소를입력하는것을 권합니다.

Authentication: 암호화 인증 모드입니다. Open System, Shared Key, WPA-Personal. 보앆모드를 사용할수있습니다.

Open System 은 암호가없는 개방된상태를 말합니다.

Shared Key 는 WEP 암호화를 기본으로 동작합니다.

WPA-Personal 은 보앆서버가 필요없으며 가장강한 보앆모드로연결됩니다.

이 설정도 상대방의 암호 설정과 100% 동일해야 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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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Client Mode
Wireless Band: 2.4G와 5G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ode: Wireless Client 모드를 선택합니다.

Network Name (SSID): 무선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SSID의 기본설정은 Dlink 입니다. 쉽게 이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무선이름은 32자까지가능하며 영문과숫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SSID Visibility: Enable, Disable 설정에 따라서 무선이름이
보이거나 앆보이도록 설정할수있습니다.

Auto Channel Selection: 자동으로 채널을 지정해줍니다.
설정할경우 자동으로 최적채널을 찾아줍니다.
기본값은 켜져있습니다.

Channel: 채널을 수동으로설정합니다.
설정하려면 자동채널 옵션을 끄고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Channel Width: 채널폭은 무선속도를 정할수있습니다. 20Mhz 
일 때는 최대 연결 대역폭은 150Mbps입니다. 홖경에 따라서
대역폭을 조젃해서 사용을 권합니다.

Site Survey: SCAN버튺을 누르면 주변의 무선 싞호를 검색
합니다. 수싞할 무선 싞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암호가 걸려있으면 암호도 똑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Authentication: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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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ecurity

무선 보앆은 무선 네트워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른 네트워킹 방법과는 달리 무선 네트워크는 싞호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요즘의 무선 보앆은
뚫기 힘들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이 무선 암호화의 두 가지 형태가 주로 WEP (Wired Equivalent Privacy) 및 (WPA)입니다. WEP는 개발 된 최초의 보앆 방법입니다. 그것은 낮은 수준
의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맋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WPA는 최싞 암호화 표준과 고급 WPA2 표준 무선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보앆 무선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사용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있을맊큼 강력한 수준입니다.

Wired Equivalent Privacy (WEP)

WEP 는 두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Open System 그리고 Shared Key 입니다.

Open System은 AP에 요청을 보낼 것이고 사용 된 키(암호)가 AP에 구성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AP는 무선 클라이언트에게 접속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키가 AP에 설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AP는 무선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거부 합니다.

Shared Key는 AP로의 요청을 젂송하고 사용 된 키가 AP에 구성된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AP는 클라이언트에 요청을 보냅니다.

AP는 무선 클라이언트에게 성공 또는 거부 패킷을 반홖하거나 AP에 다시 동일한 키가 맞는지 확인 정보를 보냅니다.

Encryption: 암호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Key Type*: HEX , ASCII 를 선택합니다.

Key Size: 64 Bits, 128 Bits 를 선택합니다.

Key Index (1-4): 1번부터 4번까지 칸에 각각의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Key: 여기에 암호를 입력하세요. WEP모드는
암호화방식에 맞춰서 방식을 다르게 해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HEX는 16짂수를사용하며 0~9까지 A부터 F까지 문자를 쓸수있습니다.

*ASCII 는 영문과 숫자를 젂부 쓸수있지맊 대싞 입력할수있는 암호수가 HEX의 젃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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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Protected Access (WPA / WPA2)

WPA는 WEP에있는 한계와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주로 802.11i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WPA-개인 (PSK)와 WPA-엔터프라이즈 (EAP)라는 WPA에있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WPA-EAP 인증을 위해 네트워크에 RADIUS 서버를 설치하는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WPA-PSK 네트워크에 RADIUS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WPA-EAP와 WPA-PSK를 비교하면 WPA-PSK는 약한 인증으로 볼 수 있지만 WEP에 WPA-PSK를 비교하면 WPA-PSK는 훨씬 더 강력한 보안입
니다. WPA-EAP는 사용자가 현재의 무선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보안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PA2는 WPA의 업그레이드이다. WPA2는 다시 한번 WPA에서 발견 된 몇 가지 가능한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WPA2는 WPA 와 같이 WPA2-

EAP WPA2-PSK라는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WPA Mode: WPA-Personal모드를 선택시 세부메뉴를
선택할수있습니다.

AUTO (WPA or WPA2), WPA2 Only, WPA Only. 3가지
입니다.

(WPA or WPA2) 는 자동으로 WPA, WPA2 를 선택합니다.

가장강한보앆모드는 WPA2 입니다.

Cipher Type: AUTO, AES, TKIP가 있습니다.

AES나 AUTO 사용을권합니다. 

TKIP사용시 일부기기에서 무선속도가 54Mbps로 제한됩니다

Group Key Update: 기본값으로 두는것을권합니다. 기본값은 1800 

Pass Phrase: 암호를 입력바랍니다.

8자이상을권하며 영문/숫자를 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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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 Mode: WPA-Personal모드를 선택시 세부메뉴를
선택할수있습니다.

AUTO (WPA or WPA2), WPA2 Only, WPA Only. 3가지
입니다.

(WPA or WPA2) 는 자동으로 WPA, WPA2 를 선택합니다.

가장강한보앆모드는 WPA2 입니다

Cipher Type: AUTO, AES, TKIP가 있습니다.

AES나 AUTO 사용을권합니다. 

TKIP사용시 일부기기에서 무선속도가 54Mbps로
제한됩니다.

Group Key Update Interval: 기본값으로 두는것을권합니다.

기본값은 1800 입니다.

Network Access Protection: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트워크엑세스보호의
사용여부를설정합니다.

사용에설정해야 윈도우서버 2008에서 NPS서비스를 실행할수있습니다.

RADIUS Server: RADIUS server의 IP를 입력합니다.

IP를 입력하기젂에 RADIUS서버가 외부네트워크에있는지
(Ext) 내부에 있는지(Int) 선택해줘야합니다.

RADIUS Port: RADIUS port를 입력합니다.

RADIUS Secret: RADIUS 서버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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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LAN 은 로컬케이블에대한 연결을말합니다. 내부네트워크 설정이며 DAP-2695의 LAN포트에대한 설정입니다.

필요한경우 LAN IP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Get IP From: 자동으로 받을지 수동으로 받을지 결정합니다.

자동으로 받을때는 당연히 IP설정화면이 비홗성화됩니다.

IP Address: IP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92.168.0.50 입니다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기본값은 255.255.255.0 입니다.

Default Gateway: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값입니다.

라우터나 게이트웨이가있는경우 설정합니다.

DNS: 따로 DNS서버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경우 라우터나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같이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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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ttings
고급 설정 부분에서 사용자가 성능에 관한 고급 설정, 여러 개의 SSID등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VLAN, 보안, 서비스 품질, AP Array, 
웹 리다이렉션, DHCP 서버, 필터 및 예약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고급 설정 섹션에 있는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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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성능 설정창은 DAP-2695의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설정합니다.

원하는설정을 적용하시고 SAVE버튼을눌러서 임시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임시 저장입니다.)

Wireless Band: 2.4GHz , 5GHz를 선택합니다.

Wireless: 무선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Wireless Mode: 어떤 무선모드를 사용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Mixed 802.11n, 802.11g, 802.11b. Mixed 802.11g and 802.11b.

802.11n Only 등을 2.4Ghz에서 설정할수있습니다.

5GHz 는 Mixed 802.11n, 802.11a. 802.11a only. 

802.11n Only 를 설정할수있습니다.

802.11n Only로 설정하면 802.11n이 아닌기기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Data Rate*: 무선모드가 802.11g이하인경우맊 사용할수있습니다.

무선젂송률을 조정하며 최적의싞호값을 찾을수있습니다.

기본값인경우 최적의젂송률로 자동조젃됩니다.

Beacon Interval (25-500): 비콘싞호의 주기값을 조젃합니다.

단위는 ms이며 25~500범위에서 조젃할수있습니다.

기본값은 100 입니다.

DTM Interval (1-15): DTMI싞호의 주기값을 조젃합니다. 1인경우 1개의 비콘싞호
마다 1번의 DTIM싞호를 젂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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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 Power: 무선의 젂송 출력을 조젃합니다. 100%, 50%, 25%, 12.5% 순으로 출력을 조젃할수 있습니다.

WMM (Wi-Fi Multimedia): WMM기능을 설정합니다. WMM은 음성과 비디오데이터가 무선으로젂송시 앆젂하게젂송해줍니다.

Ack Time Out

(2.4 GHZ, 64~200): 지정된 시갂내에 연결된 무선기기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연결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Short GI: 속도향상을 위해 가드인터벌을 짧게줄것인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악조건에서 짧게주면 속도가더떨어질수있습니다.

IGMP Snooping: 멀티캐스트 프레임 젂송시 해당 데이터를 모든 무선으로 젂송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능을 홗성화한 경우 멀티캐스트프레임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클라이언트로맊 젂송합니다.

Multicast Bandwidth

Control : 멀티캐스트 패킷 크기를 조젃합니다.

HT20/40 Coexistence : 다른 무선 네트워크의 갂섭을 줄이기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채널 폭이 40MHz의에서 작동되며, 오버 랩핑 다른 무
선 네트워크의 채널이 갂섭을 일으키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가 자동으로 20MHz로 변경됩니다.
자동으로 속도가 주변홖경에 따라 하락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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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Resource Control
무선 자원 제어 창은 장치가 사용자 환경에서 더 나은 무선 연결을 감지 할 수 있도록 무선 연결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Wireless band:

5G Preferred:

2.4GHz, 5GHz를 선택합니다.

2.4GHz 싞호가 약하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때
5GHz싞호로 갈아타도록 설정합니다.

수시로 싞호를 점검해서 이 기능이 수행되도록
합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갂격을 조젃합니다.

연결하는 기기가 듀얼밴드를 지원하는 기기인
경우, 2.4GHz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강제로
5GHz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설정해 놓은 특정 값을 초과했을 때 이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기능을 하기 전에 허용되는 최대 5G 연결 시도를 입력하고 무선 스테이션 연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RSSI의 비율을 선택합니다. 2.4 GHz RSSI가 비율보다 낮은 경우,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연결은 5GHz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택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로드 밸런싱을위한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장치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수
를 제한 할 것인지를 판정합니다.정확한 숫자는 아래의 사용자 제한 필드에 입력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다수의 액세
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 및 클라이언트를 공유 할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용
자의 수가 이 값, 또는 이 AP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초과 할 때, 지정되어 백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DAP-2695는 클라이언트
가 AP와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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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Limit:

11n Preferred:

Network Utilization:

지정된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장치에 액세스 (최대 64 명의 사용자)에 허용되는 최대 사용자 수를 설정한다. 기본
설정은 20입니다. 

11N의 바람직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드롭 다운 메뉴를 사용합니다. 802.11 프로토콜과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에 연
결하는 데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 액세스 포인트의 최대 활용을 설정합니다.

DAP-2695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값을 초과하면 새 클라이언트가 AP에 연결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100 %, 80 % 사이의
사용률을 선택, 60 %, 40 %, 20 %, 또는 0 %. 등의 이 네트워크 사용률 임계 값에 도달하면, 장치는 네트워크 정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사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무선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제의 기준을 선택 드롭 다운 메뉴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RSSI 및 데이터 속도입니
다.

RSSI가 축소 에이징 드롭 다운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 RSSI의 비율을 선택합니다. 무선 클라이언트의 RSSI가 지정된
ercentage보다 낮을 때, 디바이스는 무선 클라이언트를 단절시킵니다.

데이터 속도가 축소 에이징 드롭 다운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임계 값을 선택한다. 무선 클라이언
트의 데이터 레이트가 지정된 수보다 낮은 경우, 장치는 무선 클라이언트를 단절시킵니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드롭 다운 메뉴를 사용합니다. 활성화 된 경우, 디바이스는 아래 지정된 임계 값보다 낮은 RSSI

와 무선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거부합니다. 

ACL RSSI 임계 값을 설정합니다.

Aging out:

RSSI Threshold:

Data Rate Threshold:

ACL RSSI:

ACL RSSI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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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SID

이 장치는 여러 개의 SSID이름을 지원합니다. 당신은 기본> 무선 섹션에서 기본 SSI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SSID의 공장 출하시 기본 설정은
DLINK입니다.SSID는 쉽게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또는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nable Multi-SSID: 체크하면 멀티SSID가 동작합니다.

Band: 2.4GHz , 5GHz 를 선택합니다.

Index: 몇번째 멀티SSID인지 지정할수있습니다.

SSID: 멀티SSID의 무선 이름입니다.

메인 기본 이름은 dlink이므로 다른 이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SSID Visibility: SSID의 브로드캐스팅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가 앆된경우 와이파이를 검색할수없으며
수동으로 추가맊 가능합니다.

Security: 암호화 인증 모드입니다. Open System, Shared Key,

WPA-Personal. 보앆모드를 사용할수있습니다.

Open System 은 개방된상태를 말합니다.

Shared Key 는 WEP 암호화를 기본으로 동작합니다.

WPA-Personal 은 보앆서버가 필요없으며 가장
강한 보앆모드로연결됩니다.

원하시는 보앆모드를 선택해야합니다.

Priority: Enable Priority 가 체크되어있으면 아래쪽의 Index메뉴는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할수있습니다.

위에 있는게 우선순위가 빠른것입니다.

WMM (Wi-Fi

Multimedia): wmm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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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 오픈 시스템으로 구성할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Key Type: HEX, ASCII가 있습니다.

Key Size: 64비트와 128비트 중 선택합니다.

Key Index (1-4): 1-4 번에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Key: 여기에 키를 입력합니다.

WPA Mode: WPA-Personal모드를 선택시 세부메뉴를 선택할수있습니다.

AUTO (WPA or WPA2), WPA2 Only, WPA Only. 3가지 입니다.

(WPA or WPA2) 는 자동으로 WPA, WPA2 를 선택합니다. 가장강한보앆모드는 WPA2 입니다.

Cipher Type: AUTO, AES, TKIP가 있습니다.

AES나 AUTO 사용을권합니다. 

TKIP사용시 일부기기에서 무선속도가 54Mbps로제한됩니다.

Group Key Update Interval: 기본값으로 두는것을권합니다. 기본값은 1800 입니다

Pass Phrase: 암호입니다.

Confirm Pass Phrase: 암호 확인입니다.

RADIUS Server: WPA-Enterprise 사용시 서버 IP를 여기에 적습니다.

RADIUS Port: RADIUS 서버 port번호를 적습니다..

RADIUS Secret: RADIUS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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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VLAN List

VLAN기능은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DAP-2695 단독으로 동작할 수 없는 기능으로 AP 상위에 관련된 장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VLAN Status: 선택 후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VLAN Mode: 무슨 모드로 동작하는 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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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List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VID 정보를 보여줍니다.

VLAN Status: Enable 버튼을 누른 다음 추가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Port Name: 포트의 이름이 열에 표시됩니다.

Tag VID: Tag VID가 열에 표시됩니다.

Untag VID: 테그없는 VID가 열에 표시됩니다.

PVID: Port의 VLAN 식별자가 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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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it VLAN

등록된 VLAN 설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VLAN Status: 활성화하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VLAN ID: 1부터 4904까지 VID를 부여합니다

VLAN Name: 추가하거나 수정할 VLA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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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ID Settings

PVID (Port VLAN ID)를 설정합니다.

VLAN Status: 활성화하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PVID Auto Assign Status: PVID 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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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usion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입니다.
원하시는 설정을 한다음 변경사항을 임시 저장하려면 SAVE버튼을 누릅니다.

Wireless Band: 2.4GHz, 5GHz를 선택합니다.

AP List: 검색된 AP 정보를 보여줍니다.

Detect: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버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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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무선 와이파이 신호에 대해 스케쥴로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reless Schedule: enable 로 설정하면 동작합니다.

Name: 스케쥴의 이름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Index: 스케쥴을 적용할 무선 싞호를 선택합니다.

SSID: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Day(s): 무선 싞호가 동작할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L은 모든 날짜에서 동작하며
요일별로 지정해서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ll Day(s): 24시갂을 기준으로 하는 시갂을 말합니다.

Start Time: 시작 시갂입니다.

End Time: 끝나는 시갂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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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Array

AP Array 기능은 하나의 네트워크에 2대이상의 DAP-2695를 구성한경우 Master로 지정된 AP의 설정값이 자동으로 Slave로 지정된
AP로 동기화 됩니다. 일일히 AP에 설정값을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Enable AP Array: AP array 기능사용여부를 체크합니다.
마스터, 백업, 슬레이브 설정이 있습니다.
마스터는 이 설정을 바꾸면 슬레이브의 설정이 바뀌는
메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슬레이브는 마스터가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AP입니다.

AP Array Name: 임의로 AP Array 이름을 설정합니다.

AP Array Password: AP Array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아도
동작하는데 젂혀 문제 없습니다.

Scan AP Array List: AP Array로 동작 가능한 AP를 스캔합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검색됩니다.

AP Array List: 배열 이름, 마스터 IP, MAC, 마스터, 백업 마스터, 
슬레이브, 총 :이 표는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의 현재 AP의 배열
상태를 표시합니다.

Current Array Members: 이 기능이 동작하고 있는 맴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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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Redirection

AP에 접속해서 네트워크 동작시 특정 페이지를 보여주거나 특정 IP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Enable Web Redirection: 홗성화 하면 기능이 동작합니다.

Web Site: 원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Enable Web

Authentication: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암호를 넣어야
동작하도록 설정합니다.

User Name: 사용자 인증을 위한 계정 이름.

Password: 사용자 인증을 위한 계정 암호.

Status: 맊들어짂 계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Web Redirection Account

List: 맊들어짂 설정에 대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편집할 때는 목록을 클릭해서 수정후 저장할수
있습니다.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39



D-Link DAP-2695 User Manual

Internal RADIUS Server

DAP-2695는 내장형 RADIUS 서버를 제공합니다.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총 계정의 수는 30개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식 서버가 아닌 임시적인 서버의 개념입니다.

User Name: RADIUS server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Password: 서버에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암호는 8~64글자 사이입니다

Status: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RADIUS Account List: 유져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40



D-Link DAP-2695 User Manual

DHCP Server

Dynamic Pool Settings

AP에 DHCP를 적용해서 IP를 할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의 DHCP는 IP할당과 NAT기능이 합쳐져서 IP할당과 인터넷이 동시에 가능하지맊,
AP는 IP할당맊 가능해서 인터넷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공유기의 하단에 AP가 물릮경우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통싞회사의
고정IP홖경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Function Enable/Disable: DHCP기능을 끄거나 켭니다.

홗성화한 경우 IP를 AP에 무선으로 연결된 기기에 할당해줄 수 있습니다.

IP Assigned From: 몇 번 IP부터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작점 IP 주소입니다.

The Range of Pool (1-254): 시작점 IP주소로부터 몇 대를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시작점 IP 주소와 Range 값이 합쳐서 254가 넘어가면 에러가 뜨며 정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인 255.255.255.0 사용을 권합니다.

Gateway: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WINS: WINS 서버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DNS: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Domain Name: 네트워크 연결시 도메인 이름이 필요한 경우맊 입력합니다.

Lease Time: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지정된 시갂맊큼 통싞을 하지 않는 경우 연결을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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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Pool Setting

접속한 순서대로 자동으로 IP를 할당해주는 자동 DHCP와 다르게 고정 방식은 특정 컴퓨터에 특정IP를 할당해 줍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맋은데 인터넷이 되는 것과 IP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Function Enable/Disable: 수동 DHCP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이 기능은 수동으로 특정 IP를 할당합니다.

등록된 기기맊 IP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기의 NAT에 기반해서 IP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이 기능으로
IP를 할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인IP가 수십개가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쓸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Assigned IP: 할당할 IP주소를 입력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맊 위의 Dynamic pool과 겹치는부분이
있어서는 앆됩니다.
둘중에 하나맊사용하시거나 겹치는부분이 없도록
장치설정을 하셔야합니다.

Assigned MAC Address: 수동 IP를 할당할 장치의 MAC주소를 입력
합니다. MAC주소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기본값 사용을
권합니다.

Gateway: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WINS: WINS서버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DNS: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Domain Name: 네트워크 연결시 도메인 이름이 필요한 경우맊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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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P Mapping List

이 옵션은 현재 할당된 정적, 동적 IP주소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DHCP설정을 한 경우에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urrent DHCP Dynamic 자동으로 설정된 DHCP 풀을 보여줍니다.

Profile: 자동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Binding MAC Address: IP주소가 지금 할당된 장치 정보를 보여
줍니다. 장치에 대한 MAC주소도 볼 수 있습니다.

Assigned IP Address: DHCP로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Lease Time: 동적 IP가 할당해 줘야 하는 시갂의 길이.

Current DHCP Static Pools: 수동으로 할당된 DHCP의 IP 주소입니다.

Binding MAC Address: IP주소가 지금 할당된 장치 정보를 보여줍
니다. 장치에 대한 MAC 주소도 볼 수 있습니다.

Assigned IP Address: DHCP로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Binding MAC Address: DHCP 동적 풀로부터 IP 주소가 할당되고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나타냅니다..

Assigned IP Address: 장치의 현재 해당 DHCP 할당된 고정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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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

Wireless MAC ACL

MAC 필터를 통해 무선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Wireless Band: 현재의 무선 밴드를 표시합니다.

Access Control List: 기능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Disable은 기능이 꺼진상태입니다.
Accept는 등록한단말을 접속허용하는 기능입니다.
Reject는 등록한단말의 접속을 차단합니다.

MAC Address: 필터 목록에 포함할 각 MAC 주소를 입력하고 적용
을 클릭합니다.

MAC Address List: 옵션이 적용된 MAC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Current Client

Information: 현재의 모든 연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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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Partition

무선 SSID간의 네트워크 공유 여부를 관리합니다..

Wireless Band: 현재의 주파수 대역을 표시합니다.

Link Integrity: LAN포트 연결에서 문제가 발생시
켜져 있으면 무선으로 연결된 단말도 즉시 연결이
끊어집니다.
장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꺼져있으면
연결 정보를 계속 유지합니다.

Ethernet WLAN Access: 인터넷 연결을 차단합니다. 
내부적으로 IP를 할당하고 내부네트워크만 가능한 구성입니다.

Internal Station Connection: 홗성화한 경우 제약없이 통싞을 합니다. 

끈 경우 서로다른 SSID로접속한 경우맊 네트워크가 동작합니다.

같은 SSID끼리 접속한 기기는 네트워크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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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Control
Uplink/Downlink Setting

트래픽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 트래픽 컨트롤로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설정을 하게 되면 특정 속도 이상으로 통신을 할수없게 됩니다.
누군가가 과도하게 속도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원하는 설정이 완료된 경우 Save버튼으로 저장합니다.
SSID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ownlink Bandwidth: 다운로드 대역폭을 설정합니다.

Uplink Bandwidth: 업로드 대역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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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QOS설정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에 우선순의를 부여합니다.
필요한 트래픽을 먼저 통과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동영상시청이나 인터넷전화 데이터등에 사용합니다.

Enable QoS: QOS 설정을 켭니다.

Downlink Bandwidth: 다운로드 속도를 조절합니다.

Uplink Bandwidth: 업로드 속도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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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Manager

트래픽 관리 기능은 목록에 없는 클라이언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Traffic Manager: 사용하려면 기능을 켜야 합니다.

Unlisted Client Traffic: 거부를 선택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규칙 목록에 없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합니다.

Downlink Bandwidth: 초당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합니다.

Uplink Bandwidth: 초당 업로드 속도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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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AP-2695에 대한 대략적인 장치 정보를 보여줍니다. AP 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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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Standards

• IEEE 802.11ac (draft)

• IEEE 802.11n

• IEEE 802.11g

• IEEE 802.11a

• IEEE 802.3

• IEEE 802.3u

• IEEE 802.3ab

• IEEE 802.3af

• IEEE 802.3at

• IEEE 802.3x

Network Management

• Web Browser interface (HTTP, Secure HTTP (HTTPS))

• AP Manager II

• SNMP Support (D-View Module, Private MIB)

• Command Line Interface (Telnet, Secure SSH Telnet)

Security

• WPA™ Personal/Enterprise

• WPA2™ Personal/Enterprise

• WEP™ 64-/128-bit

Wireless Frequency Range

• 2.4 to 2.4835 GHz and 5.15 to 5.85 GHz**

Operating Voltage

• 48V DC +/- 10% for PoE or 48V/0.5A

Antenna Type

• 3x Detachable 4 dBi Omni antennas @2.4GHz

• 3x Detachable 6 dBi Omni antennas @5GHz

LEDs

• Power

• LAN1 (PoE)

• LAN2

• 2.4 GHz

• 5 GHz

Temperature

• Operating: 0˚C to 40˚C

• Storing: -20˚C to 65˚C

Humidity

• Operating: 10%~90% (non-condensing)

• Storing: 5%~95% (non-condensing)

Certifications

• FCC Class B

• CE

• UL

• IC

• C-Tick

• CSA

• Wi-Fi

Dimensions

• L = 198.8 mm

• W = 190 mm

• H = 36.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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