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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ironet Windows Client FAQ

Cisco Aironet 드라이버, 펌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를 방문하십

시오. 

이 문서는 Microsoft Windows 운 체제에서 사용되는 Cisco Aironet Client Adapter와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기본 사항

•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신 유틸리티, 드라이버 및 펌웨어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가? 

• 클라이언트 카드의 통신 주파수는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 카드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무엇인가? 

• 340 및 350 시리즈 제품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가? 

기능

•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의 컴퓨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가? 

• 클라이언트 카드를 시스코 이외의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PCMCIA 카드 무선 모듈을 Aironet PCI 클라이언트 어댑터에서 제거하여 PCMCIA 클라이언트 어댑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연결 및 IP 주소 지정

• 액세스 포인트의 연결 테이블에 내 PCMCIA 카드에 한 항목이 있는데도 동적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무

엇 때문인가? 

• 클라이언트 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몇 개인가? 

• 클라이언트 카드가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 클라이언트 카드 설치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 Windows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 

• PC 카드 드라이버를 Windows NT 4.0 기반의 PC에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PC 카드 드라이버를 Windows 기반의 PC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PCI 카드를 삽입한 후 PC를 부팅하면 Cisco Aironet 설치 소프트웨어에서 카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

타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구성

• 클라이언트 카드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안

• 암호화를 지원하려면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 클라이언트 카드의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기타 문제 및 오류

• PC 카드가 트래픽을 전송할 때 랩탑 스피커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클라이언트 카드의 무선 주파수 링크에 간섭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본 사항

Q. Windows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신 유틸리티, 드라이버 및 펌웨어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가? 

A. Cisco Aironet 장비는 가장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모든 컴포넌트가 로드된 상태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는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클라이언트 카드의 통신 주파수는 무엇인가? 

A. 802.11b 표준 규정에 따르면 2.4GHz 역에서 총 14개 주파수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1에서 11까지는 미국 내에서 공용 주파수로 사용되며 FCC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채널 1에서 13까지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채널 1에서 14까지 사용합니다.

Q. 클라이언트 카드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무엇인가? 

A. 적정 데이터 속도( 역폭), 안테나 유형, 케이블 길이(해당되는 경우), 송수신 장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지지만, 최적의 설치 조건인 경우 최 9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Q. 340 및 350 시리즈 제품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가? 

A. 예. 두 제품 라인의 주요 차이점은 전파의 전력인데, 350 시리즈가 100 리와트로 전파 전력이 더 강

합니다. 두 시리즈를 혼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 범위가 짧은 340 시리즈가 우선합니다. 

기능

Q.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의 컴퓨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가? 

A. ACU(Aironet Client Utility)에서 클라이언트가 임시 모드로 실행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이때

P2P(peer-to-peer) 연결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부모 PC가 되고 다른 하나는 자식 PC가 됩니다. 

Q. 클라이언트 카드를 시스코 이외의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호환성을 제어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액세스 포인트가 독점적인

내선 번호를 사용하거나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별 펌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며 802.11b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Q. PCMCIA 카드 무선 모듈을 Aironet PCI 클라이언트 어댑터에서 제거하여 PCMCIA 클라이언트 어댑

터로 사용할 수 있는가? 

A. 아니오. 이 기능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버전은 없습니다. 무선 카드는 다른 I/O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

므로 운 체제에서 카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결 및 IP 주소 지정

Q. 액세스 포인트의 연결 테이블에 내 PCMCIA 카드에 한 항목이 있는데도 동적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

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A. 이러한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PC가 PCMCIA 소켓을 통해 카드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PC 카드 소켓용 드라이버를 점검해 보십시오. CardBus 드라이버라면 32비트 전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Cisco Aironet 카드에는 16비트 액세스가 필요하므로 소켓용 드라이버가 32비트 모드에서만 작동

할 경우 랩탑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16비트 버전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제조업체에서 구할 수 없으면 16비

트 액세스를 지원하는 타 업체 PCMCIA 카드 및 소켓 서비스 제조업체를 찾아 보십시오. 

Q. 클라이언트 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 클라이언트-투-액세스 포인트

• 클라이언트-투-브리지(액세스 포인트 모드)

• 클라이언트-투-기지국

• 클라이언트-투-클라이언트(임시 모드)

자세한 내용은 Cisco Aironet Hardware Association Matrix를 참조하십시오.

Q.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몇 개인가? 

A.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는 2,048개의 MAC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실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세스 포인트가 공유 매체이고 무선 허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저하됩니다. 

Q. 클라이언트 카드가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선 토폴로지에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인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오는 킵얼라

이브 비콘(beacon)을 잃게 될 때까지 처음에 연결되었던 액세스 포인트와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연결을

잃게 되면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에 한 권한 부여 및 권리가 충분할 경우 다른 액세스 포인트를 찾아 연결

을 시도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Q. 클라이언트 카드 설치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A. Aironet 340 시리즈 또는 350 시리즈의 경우에는 Windows용 Cisco Aironet Wireless LAN

Client Adapters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관련 문서를 비롯한

추가 정보는 TAC 무선 기술 팁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Q. Windows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 

A.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카드 자체의 무선 펌웨어

• 운 체제용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 Aironet Client Utility

무선 펌웨어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상주하며, PC 카드의 경우 카드를 제거하면 무선 펌웨어도 제거됩니다.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Windows(또는 다른 운 체제)와 하드웨어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Aironet Client Utility는 카드와 무선 전파 자체를 관리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세 부분은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동하여 클라이언트에

한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항상 가장 최신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항목 업데이트에 한 자

세한 내용은 Release Notes for Cisco Aironet Wireless LAN Adapters를 참조하십시오.

Q. PC 카드 드라이버를 Windows NT 4.0 기반의 PC에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Windows NT 4.0은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다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IRQ

및 I/O 포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Windows NT 진단

IRQ 10과 I/O 포트 100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을 선택합니다.

• 제어판

• 네트워크

• 어댑터

• 추가

설치 디스켓에서 올바른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NT의 경우 인터럽트 설정의 I/O 베이스에 64K의 연속

I/O 블록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I/O 블록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터럽트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NT 진단

• 리소스 탭

이것은 NT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며 레지스트리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운드 카드 등에서 사용 중

인 I/O 베이스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NT에서 해당 파일을 복사하고 바인딩할 것입니다. 

Q. PC 카드 드라이버를 Windows 기반의 PC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Windows 95 및 Windows ME에서는 다음 파일을 제거합니다. 

C:\windows\system\PCX500.SYS

C:\windows\system\VXDX500.VXD

Windows 98에서는 위의 두 파일 이외에 다음 파일까지 제거합니다.

C:\windows\inf\other\AIRONETNETX500.INF

Windows 2000에서는 카드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음 파일을 제거합니다.

C:\WINNT\system32\drivers\PCX500.SYS

C:\WINNT\system32\VXDX500.VXD

Aironet 카드는 다른 네트워크 카드의 프로토콜을 복사합니다. PC 카드는 하나만 실행됩니다.



Q. PCI 카드를 삽입한 후 PC를 부팅하면 Cisco Aironet 설치 소프트웨어에서 카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A. 새로운 PCI 카드를 PC에 설치했을 때 BIOS/CMOS가 PCI 버스를 다시 읽지 않아서 새로운

카드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CMOS 설치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Delete>, <F2>, <F10> 또

는 기타 키를 눌러야 하거나 특별한 부트 유틸리티 디스크를 사용해서 부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CMOS의“구성 데이터 리셋”또는“하드웨어 구성 새로 고침”(BIOS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음)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옵션이 없으면 날짜/시간이나 다른 사소한 BIOS

설정을 변경한 다음,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CMOS의 설정이 변경되면 PCI 버스를

다시 읽게 되고, 하드웨어에서 PCI 카드를 인식하므로 Windows에서도 카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PC의 BIOS가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PC 기술 지원 센터에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구성

Q. 클라이언트 카드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A. ACU를 실행하고 Commands를 클릭한 다음, Edit Properties를 클릭합니다. 각각의 탭에

서“Defaults”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

Q. 암호화를 지원하려면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A. 특정 하드웨어 모델마다 장치의 암호화 수준이 다릅니다.

• 342 및 352 모델 - 40비트 및 128비트 암호화를 모두 지원

• 341 및 351 모델 - 40비트 암호화만 지원

Q. 클라이언트 카드의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A. WEP를 사용하여 무선 링크를 통과하는 패킷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Configuring Wired

Equivalent Privacy (WEP)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문제 및 오류

Q. PC 카드가 트래픽을 전송할 때 랩탑 스피커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A. PCMCIA 소켓을 제 로 절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트래픽을 전달하는 카드의

무선 전파 에너지가 카드 소켓에서 벗어나서 스피커 쪽으로 유출되면 스피커에서 윙윙 소리가 납

니다. 따라서 이것은 카드가 아니라 소켓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켓을 절연하지 않은 랩탑 제

조업체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Q. 클라이언트 카드의 무선 주파수 링크에 간섭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A. 2.4GHz 무선 전화기, 잘못 절연된 전자 렌지, 다른 회사에서 제조된 무선 장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간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레이다, 전기 모터, 움직이는 기계 부품도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F Troubleshooting FAQ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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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파트너 •ㄜ데이콤아이엔 02-6747-4700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800 •쌍용정보통신ㄜ 02-2262-8114

•ㄜ데이타크레프트코리아 02-6256-7000 •ㄜ콤텍시스템 02-3289-0114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400

•ㄜ인네트 02-3451-53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현 정보기술 02-2129-4111

•ㄜ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ㄜ 02-3787-6000

■Silver 파트너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0114 •케이디씨정보통신ㄜ 02-3459-0500 • 우정보시스템 02-3708-8642

•ㄜ시스폴 02-6009-6009 •한국유니시스ㄜ 02-768-1114,1432 •한국NCR 02-3279-4423

■Local SI 파트너 •ㄜLG씨엔에스 02-6276-2821 •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이스텔시스템즈ㄜ 031-467-7079

•SK씨앤씨ㄜ 02-2196-7114/8114

■Global 파트너 •이퀀트코리아 02-3782-2600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코리아 02-2187-0114 •ㄜ인큐브테크 02-3497-9303 •ㄜ아이넷뱅크 02-3400-7486

■IPT 파트너 •청호정보통신 02-3498-3114 •LG기공 02-2630-5156

■WLAN 전문파트너 •ㄜ에어키 02-541-1557 •ㄜ텔레트론INC 02-2105-2300

■Security 전문파트너 •코코넛 02-6007-0133 •TISS 051-743-5940

■NMS 전문파트너 •ㄜ넷브레인 02-573-7799

관련 정보

• 무선 기술 팁

• 무선 LAN 주요 문제

• 시스코 무선 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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