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성능 팁 RV160W RV260W 장치 
목표

이 문서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의 신뢰성 및 속도를 높이려는 소기업 또는 조
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V160W/RV260W 장치를 사용하여 성능 또는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 3가지 빠른 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요구 사항

RV160W●

RV260W●

소개

무선 표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함에 따라 장치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더 안정적이고 빠른 WLAN이 가능합니다.이 문서에서 다루는 세 가
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임 버스트1.
채널 관리2.
MU-MIMO3.

팁 1 - 이 장치에서 더 많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까?프레임 버스
트

알았어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프레임 버스트 모드입니다.프레임 버스트 모드는 오버헤
드를 제거하거나 데이터 전송의 형식을 제거하여 속도를 향상시킵니다.데이터를 전달하는 프
레임에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헤더, 전송된 실제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에 대
한 무결성 검사헤더는 발신자, 수신자 및 예상되는 데이터를 식별합니다.무결성 검사는 전송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데이터는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강아지를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영상을 보낸다고 합시다.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 비디오 파일은 더 작은 조각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디오의 각 청크에는 헤더, 데이터 및 무결성 검사가 포함됩니다.전체 비디
오를 전송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Frame Burst는 "비디오를 전송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패킷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강아지를 보면 귀여운 강아지
를 알아볼 거예요." 전체 비디오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버스트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RV160W/RV260W에서 프레임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무선, 고급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2단계.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페이지 상단에서 2.4G 및 5G 모두에 대한 첫 번째 옵션
은 Frame Burst(프레임 버스트)입니다.두 가지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단계. 프레임 버스트를 활성화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깜박이는 적용 버튼을 클
릭합니다.

팁 2 - WiFi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합니까?채널 관리

무선 라우터가 깨지고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되는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
다.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채널 사용률이 높은지 또는 기타 간섭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분석기의 결과는 수동으로 변경할 채널 또는 채널 대역폭 선택 항목을 정의합
니다.예를 들어, 주변 조직이나 비즈니스에서 다른 여러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점유하는 채널
은 피해야 할 채널입니다.RV160W/RV260W에서 무선 채널을 수동으로 변경하면 주변 장치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프로세스에서는 WiFi 문제를 진단할 때 가능한 것의 표면을 긁고 있습니다.또한 채널 및
채널 대역폭에 대한 공식 권장 설정은 Auto입니다.무선 라우터가 네트워크 조건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수동 채널을 선택하면 해당 설정이 유지됩니다.네트워크 상태 전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주석으로 알려 주십시오.

참고:이 팁은 간섭이 많은 환경에서 안정성을 높이려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WiFi 문제 해결 시 채널을 수동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무선을 클릭한 다음 채널 대역폭 드롭다운 상자를 클릭하고 20MHz를 선택합니다.채널
10을 선택하여 마무리합니다.

2단계. 이제 5G 탭을 클릭한 다음 Channel Bandwidth(채널 대역폭) 드롭다운 상자를 클릭하
고 40MHz를 선택한 다음 Channel 149를 선택하여 마무리합니다.

3단계.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설정합니다.



항상 마찬가지로 라우터를 사용하여 관리 세션을 종료하기 전에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깜박이는 Save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재시작을 통해 설정이 유지됩니다.

팁 3 - 이 모든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보관합니까?MU-MIMO 활성
화

만약 여러분이 MU-MIMO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다가오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불쾌한 캐릭터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이 기능은 무선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 팁은 소규모 지역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지
원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1단계. RV160W/RV260W에 로그인한 후 Wireless(무선)를 클릭한 다음 5G(5G)를 클릭하고
이 페이지 하단의 를 클릭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참고:MU-MIMO는 RV260W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MU-MIMO를 활용하려면 클라이
언트/장치도 802.11 AC Wave 2 표준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

이러한 몇 가지 팁은 WLAN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항상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더 구성
해야 합니다.RV160W/RV260W 장치에 대한 다른 항목도 자유롭게 살펴보십시오.여러분이 이
점에 도달해서 잠들어 있는 강아지의 영상이 없다는 것에 약간 실망했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얻었습니다.

문제 해결 가이드●

세션 시간 초과 구성●

DMZ 옵션 구성●

https://www.youtube.com/watch?v=iowuTpD2Z2U
https://www.youtube.com/watch?v=iowuTpD2Z2U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857-troubleshooting-on-rv160x-and-rv260x.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867-session-timeout-settings-on-the-rv160-and-rv260-routers.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875-dmz-options-for-rv160-rv260-rout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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