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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Cisco Small Business 제품의 설정, 문제 해결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시리즈 중 하나입
니다.
 
Q. 무선 컴퓨터에서 계속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참고:이 문서의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무선 컴퓨터가 다른 무선 네트워크(핫스팟)에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적인 연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선 연결이 자주 끊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내 무선 간섭.
Linksys 라우터의 무선 설정은 여전히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펌웨어가 손상되었습니다.

 
무선 간섭 감소
 
무선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자주 끊기는 경우 다음 요인을 확인하면 무선 신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우터의 무선 설정 사용자 정의
 
Linksys 라우터에 기본 무선 설정이 있으면 네트워크 범위 내의 다른 Linksys 라우터와 충돌할 수 있
습니다.Linksys는 라우터의 SSID(네트워크 이름) 및 무선 채널을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가능한 경
우 라우터의 무선 보안을 활성화합니다.

2.4GHz 간섭:라우터가 무선 전화 시스템(또는 인접 디바이스)이나 기타 주변 장비와 동일한 주
파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라우터의 채널을 1 또는 11(기본 채널은 6)로 변경하고 무선 컴퓨터
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물리적 장애물:벽면, 바닥 등의 물리적 장애로 인해 라우터 또는 무선 컴퓨터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더 나은 링크를 찾기 위해 장비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십시오.
라우터 배치:Linksys는 라우터를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라우터를 높은
위치에 배치할 때는 라우터 안테나 팁, 천장 및 벽 사이의 거리를 2피트 정도 두십시오.신호가 여
러 층을 통과하면 라우터를 가장 높은 층에 배치하고 높은 곳에 올려 놓습니다.

환경:라우터를 큰 금속 물체, 물의 신체(어조 탱크, 욕실), 그리고 TV 세트, 전자레인지, 라디오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 장비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

라우터의 SSID 또는 무선 네트워크 이름을 변경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우터의 채널을 변경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우터에서 무선 보안을 활성화하려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참고:위의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무선 연결이 불안정하면 라우터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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