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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고객님께…… 
 

 

 이 장비는 유무선 공유기 입니다.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유무선 공유기는 무선 AP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설치시 최적의 조건(위치)을 찾아 설치를 하셔야  최고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무선네트워크를 설정함에 있어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 하신 

분은 먼저 제9장을 읽어 보세요. 

 

 또한 유무선공유기(AP)와 무선 랜카드의 연결 방법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 

하신 분은 제 8 장을 읽어 보세요.(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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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무선 공유기(NEXT-WR54G) 소개                                                      

2-1 이 제품(NEXT-WR54G)은…… 

 이 장비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한국통신_KT, 하나로 등)에서 공급하는 한 개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공유기입니다. 

즉 이 장비의 공유기술을 이용하면 하나의 공인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최대 253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 및 

사무실에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하도록 스위칭 허브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2-2 제품의 특징 

1) 초보자들을 위한 손쉬운 설정방법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으면 손쉽게 설정이 가능 

합니다.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IP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줌으로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IP주소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인터넷 공유사용  

►하나의 ADSL 모뎀이나 케이블 모뎀에 연결하여 최대 253대의 컴퓨터까지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Port 허브를 내장하여 연결할 컴퓨터가 4 대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허브 

없이 손쉽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각종 인터넷무료전화서비스 및 베틀 넷과 같은 게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급기능  

►기본적으로 방화벽기능을 내장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합니다.  

►간단한 설정으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이용하여 내부의 특정 컴퓨터나 서버에서 

WEB이나 FTP 서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을 막거나 FTP, 텔넷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암호화 패킷을 통과시켜주므로 VPN을 운영중인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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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품의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본체(공유기) 제품설명서 

  

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내용물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 제품 외관 및 각 부분의 명칭 

 

2-5 제품의 사용시 주의 사항 

 

▪ 이 공유기는 제품과 같이 제공된 전원공급장치(아답타)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다른 전원공급장치(아답타)를 이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되며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원공급장치(아답타)는 소모품으로 A/S되지 않습니다. 

▪ 이 공유기는 내장형 모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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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Windows 98 또는 Windows Me사용시의 

컴퓨터 설정 및 유무선공유기 기본 설정   
 

 

 

 

 

 

 Window 2000을 사용하면 제4장을 보세요. 

 Window XP을 사용하면 제5장을 보세요. 

 

 

 

 

 

 

 

 

 

 

 

 

 

 

 

 

 

 

 

 



                                                    www.ez-net.co. kr 

 

- 9 - 

3-1 제품 설치와 준비작업을 합니다.                        

 

 이 유무선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제품과 컴퓨터 그리고 

모뎀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모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 

 

 

3-1-1 전원 끄기 

 이 유무선공유기를 설치 하기 전에, 컴퓨터를 끄고, 모뎀의 전원도 차단합니다. 

 모뎀이 없는 경우(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에는 컴퓨터만 끕니다. 

 

 

3-1-2 컴퓨터와 모뎀간의 케이블 제거하기 

 그림과 같이 컴퓨터 뒷면을 보게 되면, 컴퓨터와 모뎀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빼 내 십시요. 

 모뎀이 없는 경우(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에는 

컴퓨터에서, 벽면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빼 내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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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각 제품간의 케이블 연결 

그림과 같이 유무선공유기와 모뎀 그리고 컴퓨터간에 케이블들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컴퓨터(또는 벽면)에서 빼낸 케이블을 공유기의 WAN 포트에 연결 합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공유기 랜포트(1,2,3,4 중 하나)와 컴퓨터(랜카드) 사이를 연결 합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공유기 랜포트(1,2,3,4 중 하나)와 다른 컴퓨터(랜카드) 사이를 연결 합니

다.(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컴퓨터가 4 대 이상 일 때는 공유기에 허브를 연결하여 확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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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모뎀과 공유기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 켜기 

(꼭 하세요. 필수 사항) 

 

 먼저 모뎀의 전원을 켭니다. (모뎀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합니다.) 

모뎀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5분간 기다리십시오. 

 유무선공유기의 전원을 켭니다.  

유무선공유기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WAN 포트에 점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5분간 기다리십시오. 

 컴퓨터를 켭니다. 

 공유기의 LAN(1 ~ 4) 포트에 점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1 ~ 4중에서 사용 중인 것에 만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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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먼저 인터넷 종류를 알아 보세요.                       

 유무선 공유기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사 마다 인터넷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서 

유무선 공유기에 해 주어야 하는 작업(설정)이 다릅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유무선 공유기를 

올바르게 설정 해야 정상적인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동작이 가능합니다.  

ADSL PPPoE 방식  

 한국통신(KT) 과 하나로 통신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방식입니다.  

 Ace Man Pro, Winpoet, Enternet300, PPPoE 프로토콜, Tango등과 같은 별도의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하여, ID와 비밀번호(암호)를 넣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Windows X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항목에 “광대역 연결” 이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DSL 자동 접속 방식  

한국통신(KT) ADSL 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ID와 암호가 모뎀에 내장되어 

있어 ADSL  PPPoE 방식처럼 별도의 연결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뎀의 하단 또는 

뒷면에 ‘자동 접속 모뎀’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VDSL 방식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선만 연결을 하면 바로 인터넷이 

되는 인터넷 종류입니다.  

어떤  특정 VDSL의 경우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통신(KT) ADSL(ID와 비밀번호를 사용 접속하는 경우) 

하나로 통신 ADSL의 일부 

한국통신(KT) 자동접속 ADSL(IP ADSL) 

한국통신(KT) VDSL 

하나로 통신 하나포스 V, VDSL 

데이콤 보라홈넷(V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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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식  

주로 케이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모뎀에 동그란 동축케이블선(유선 

방송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경우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N 방식 

한국통신(KT) 의 엔토피아, 하나로의 광랜, 파워콤의 광랜과 같이 모뎀이 없이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IP 방식  

한국통신(KT)의 마이 IP(My IP), 멀티 IP등과 같이 인터넷 회사에서 숫자(IP)를 부여하는 

인터넷 방식입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 웨이, DNS 주소 등 인터넷 회사에서 부여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로 통신 케이블 

파워콤  프라임 

두루넷 케이블 

데이콤 보라홈넷( 케이블 ) 

신비로 샤크 

드림라인 케이블 

기타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인터넷 

한국통신(KT) My IP, Multi IP 

하나로 통신 전용 회선 

기타 각종 전용회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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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접속 프로그램을 삭제 하세요.(ADSL PPPoE 방식의 경우)  

 

 ADSL PPPoE 방식 ( ID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 프로그램을 삭제 하세요. 

 ADSL PPPoE 방식 이 아니면 다음(3-4)으로 넘어가세요. 

 

[ 참 고 ] 

- ADSL접속 프로그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 ADSL접속 프로그램의 종류를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가 있습니다. 

  - ADSL 자동 접속 방식(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이 부분(3-3)은 필요 없습니다. 

 

접속 프로그램 삭제(제거) 방법 

- ADSL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3-4)으로 넘어가세요. 

- ADSL접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Windows 98 / M E 을 사용하는 경우의 접속 프로그램 삭제(제거) 방법 

 “시작”→ ”설정” →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삭제”를 

차례로 클릭한 후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ADSL접속 프로그램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ADSL접속 프로그램의 종류를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가 있습니다. 

 ADSL접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www.ez-net.co. kr 

 

- 15 - 

3-4 Windows 98 또는 Windows Me에서의 인터넷 준비 하기     

 

3-4-1. 윈도우에서 “시작”→”설정”→”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보이면, “네트워크”를 더블클릭 합니다. 

 

 

3-4-2.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TCP/IP”을 선택하고 

 “등록정보(R)”를 클릭 합니다.  

주의 : “TCP/IP”가 여러 개 있으면 현재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랜카드의 “TCP/IP”을 선택합니다. 

 



                                                    www.ez-net.co. kr 

 

- 16 - 

3-4-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IP 주소 지정(O)”을 선택합니다. 

 

 

 

3-4-4. “게이트웨이”를 선택 하고, “설치된 게이트웨이(I)”에 아무것도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있으면 모두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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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DNS 구성”을 선택하고, “DNS 사용 안함(I)”을 선택합니다. 

 

 

3-4-6. “확인”을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3-4-7. 컴퓨터를 재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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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유기와 컴퓨터의 연결 상태(IP확인)를 확인 합니다. 

 

3-5-1. "시작” → ”실행"을 클릭한 후 "열기(O)"라고 되어 있는 곳에 

winipcfg라고 적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3-5-2. 아래의 화면처럼 보이면 

 현재 사용중인 랜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림에서  참조) 

 IP주소가 192.168.10.2 ~ 253사이의 값이면 정상적으로 된 것 입니다. 

(그림에서  참조) 

 

 

3-5-3. IP주소가 192.168.10.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지 않으면  

“해제(S)”버튼을 누른 후에 ”새로작성(N) 또는 갱신(N)”을 클릭합니다. 

 

3-5-4. IP주소가 192.168.10.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면 정상입니다. “ 

확인”을 클릭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진행합니다. 

 

3-5-5. IP주소가 192.168.10. 10.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지 않으면 

 “제 7 장 공유기의 ping 테스트”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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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무선공유기를 설정(조정)합니다.                                  

 

3-6-1 ADSL PPPoE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3-6-2을 

보세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3-6-3을  

보세요 

 

3-6-1-1.  Internet Explorer 을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3-6-1-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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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3-6-1-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PPPoE방식(한국통신(KT),하나로ADSL)”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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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PPPoE 계정”에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ID를 정확히 넣고, 

“PPPoE 암호”에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넣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고정IP사용”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  

하나로 통신의 경우 ID 다음에 꼭 @ hanaro를 더 넣어야 합니다. 

 예) ID 가 youkey 이면 youkey@hanaro 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3-6-1-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계정(ID)와 암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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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3-6-1-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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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9.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 성공”이라고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3-6-1-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6-1-11. 계속 접속이 되지 않으면  

◆  ADSL 접속 프로그램이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여 ID와 비밀번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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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ADSL PPPoE방식을 사용하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3-6-1을 

보세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3-6-3을  

보세요 

 

3-6-2-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3-6-2-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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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3-6-2-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유동 IP 주소(VDSL,ADSL자동접속,케이블 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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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MAC 주소 변경”에 체크(Ⅴ)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숫자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3-6-2-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설정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www.ez-net.co. kr 

 

- 27 - 

3-6-2-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3-6-2-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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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9.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 성공”이라고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3-6-2-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6-2-11. 계속 접속이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3-6-2의 3-6-2-1에서 3-6-2-4까지를 진행합니다. 

  - 3-6-2-5에서“MAC 주소 변경”에 체크(Ⅴ)을 하지 않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나머지 3-6-2의 3-6-2-6에서 3-6-2-10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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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ADSL PPPoE방식을 사용하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3-6-1을 

보세요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3-6-2을  

보세요 

 

3-6-3-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3-6-3-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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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3-6-3-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고정 IP 주소(My IP,Multi IP,기타 고정 IP)”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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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입력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6-3-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설정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과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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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3-6-3-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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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9.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3-6-3-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6-3-11.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 통신회사에서 제공한 고정IP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세요. 

- 제 3 장의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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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유무선 공유기에 내장된 AP 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P 

를 사용 환경에 알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이면 사용자의 환경에 알맞게 설정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6장에 있는 6-2-5를 참고 하세요. 

 무선네트워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제9장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도움말을 먼저 보세요.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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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무선 기본 설정  

 

동작 상태  무선 AP 가 현재 동작중 인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동작 설정  무선 AP 기능의 사용여부(ON/OFF)를 결정합니다.  

SSID  
무선 네트워크의 이름(SSID)을 입력하세요. 

사용자가 자유롭게 영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모드  

54Mbps 의 g only 모드  

11Mbps 의 b only 모드 

g and b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지역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국가)을 선택합니다. 

채널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SSID 

브로드캐스팅 

다른 무선 단말기에 SSID를 알려 AP 및 무선 네트워크 존재를 

확인합니다. 

적 용 알맞게 조절하였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6장에서 6-2-5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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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무선 보안 설정  

항 목 기 능 설 명 

인증 방법  

무선통신시 보안 및 기밀보호를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동, 

Shared Key, Open System, WPAPSK등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pen System 인증에서는 WEP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hared Key 인증에서는 경우 WEP 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기본 값은 자동 인증 방법이며 WEP 의 유무에 따라 인증 

방법이 결정됩니다. 

 WEP 를 입력한 경우 무선 단말기(컴퓨터)에서도 동일한 WEP 값을 

입력하여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암호화 방법  

-사용 안함 – WEP 보안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EP 64bit – 16 진수 : 10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5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WEP 128bit - 16 진수 : 26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13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KEY입력방법 

WEP 키 형태(16진수 또는 문자열)를 설정합니다. 

16 진수 : “ A ~F", "a~f"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 “ a~z", "A~Z"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KEY값 입력  선택한 KEY에 해당 KEY값의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적 용 알맞게 조절하였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3-7-3 MAC주소 인증  

항 목 기 능 설 명 

MAC 주소 

인증 사용 

MAC주소인증사용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유무선공유기 사용시 MAC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접속 

PC주소 반영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현재 설정 중인 PC의 MAC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12 자리 MAC 주소를 직접 입력 

하십시오 

허용될 

주소 추가 
입력한 MAC주소를 MAC 주소 인증 목록에 추가 합니다 

삭 제 허용된 MAC주소를 삭제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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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Windows 2000 사용시의 컴퓨터 설정 및 

공유기 기본 설정   
 

 

 

 

 

 

 Win 98 / Win Me을 사용하면 제3장을 보세요. 

 Window XP을 사용하면 제5장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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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품 설치와 준비작업을 합니다.                        

 

 이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제품과 컴퓨터 그리고 모뎀간

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모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 

 

 

4-1-1 전원 끄기 

 이 공유기를 설치 하기 전에, 컴퓨터를 끄고, 모뎀의 전원도 차단합니다. 

 모뎀이 없는 경우(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에는 컴퓨터만 끕니다. 

 

 

4-1-2 컴퓨터와 모뎀간의 케이블 제거하기 

 그림과 같이 컴퓨터 뒷면을 보게 되면, 컴퓨터와 모뎀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빼 내 십시요. 

 모뎀이 없는 경우(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에는 

컴퓨터에서, 벽면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빼 내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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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각 제품간의 케이블 연결 

그림과 같이 공유기와 모뎀 그리고 컴퓨터간에 케이블들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컴퓨터(또는 벽면)에서 빼낸 케이블을 공유기의 WAN 포트에 연결 합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공유기 랜포트(1,2,3,4 중 하나)와 컴퓨터(랜카드) 사이를 연결 합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공유기 랜포트(1,2,3,4 중 하나)와 다른 컴퓨터(랜카드) 사이를 연결 합니

다.(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컴퓨터가 4 대 이상 일 때는 공유기에 허브를 연결하여 확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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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모뎀과 공유기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 켜기 

(꼭 하세요. 필수 사항) 

 

 먼저 모뎀의 전원을 켭니다. (모뎀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합니다.) 

모뎀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5분간 기다리십시오. 

 공유기의 전원을 켭니다.  

공유기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WAN 포트에 점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5분간 기다리십시오. 

 컴퓨터를 켭니다. 

 공유기의 LAN(1 ~ 4) 포트에 점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1 ~ 4중에서 사용 중인 것에 만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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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먼저 인터넷 종류를 알아 보세요.                       

 유무선 공유기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사 마다 인터넷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서 

유무선 공유기에 해 주어야 하는 작업(설정)이 다릅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유무선 공유기를 

올바르게 설정 해야 정상적인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동작이 가능합니다.  

ADSL PPPoE 방식  

 한국통신(KT) 과 하나로 통신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방식입니다.  

 Ace Man Pro, Winpoet, Enternet300, PPPoE 프로토콜, Tango등과 같은 별도의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하여, ID와 비밀번호(암호)를 넣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Windows X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항목에 “광대역 연결” 이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DSL 자동 접속 방식  

한국통신(KT) ADSL 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ID와 암호가 모뎀에 내장되어 

있어 ADSL  PPPoE 방식처럼 별도의 연결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뎀의 하단 또는 

뒷면에 ‘자동 접속 모뎀’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VDSL 방식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선만 연결을 하면 바로 인터넷이 

되는 인터넷 종류입니다.  

어떤  특정 VDSL의 경우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통신(KT) ADSL(ID와 비밀번호를 사용 접속하는 경우) 

하나로 통신 ADSL의 일부 

한국통신(KT) 자동접속 ADSL(IP ADSL) 

한국통신(KT) VDSL 

하나로 통신 하나포스 V, VDSL 

데이콤 보라홈넷(V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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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식  

주로 케이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모뎀에 동그란 동축케이블선(유선 

방송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경우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N 방식 

한국통신(KT) 의 엔토피아, 하나로의 광랜, 파워콤의 광랜과 같이 모뎀이 없이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IP 방식  

한국통신(KT)의 마이 IP(My IP), 멀티 IP등과 같이 인터넷 회사에서 숫자(IP)를 부여하는 

인터넷 방식입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 웨이, DNS 주소등 인터넷 회사에서 부여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로 통신 케이블 

파워콤  프라임 

두루넷 케이블 

데이콤 보라홈넷( 케이블 ) 

신비로 샤크 

드림라인 케이블 

기타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인터넷 

한국통신(KT) My IP, Multi IP 

하나로 통신 전용 회선 

기타 각종 전용회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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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접속 프로그램을 삭제 하세요.(ADSL PPPoE 방식의 경우)  

 

 ADSL PPPoE 방식 ( ID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 프로그램을 삭제 하세요. 

 ADSL PPPoE 방식 이 아니면 다음(4-4)으로 넘어가세요. 

 

[ 참 고 ] 

- ADSL접속 프로그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 ADSL접속 프로그램의 종류를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가 있습니다. 

  - ADSL 자동 접속 방식(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이 부분(4-3)은 필요 없습니다. 

 

접속 프로그램 삭제(제거) 방법 

- ADSL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4-3)으로 넘어가세요. 

- ADSL접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Windows 2000을 사용하는 경우의 접속 프로그램 제거 방법 

 “시작”→ ”설정” →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삭제”을 

차례로 클릭한 후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ADSL접속 프로그램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ADSL접속 프로그램의 종류를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가 있습니다. 

 ADSL접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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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indows 2000에서의 인터넷 준비 하기                  

 

4-4-1. 윈도우에서 “시작”→”설정”→”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보이면, “네트워크 및 전화접속 연결”을 더블클릭 합니다. 

 

 

 

4-4-2. 다음과 같이 보이면 ”로컬 영역 연결”을 더블클릭 합니다. 

        (”로컬 영역 연결”이 여러 개 보이면 현재 사용중인 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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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다음과 같이 보이면 ”등록정보(P)”를 클릭 합니다. 

 

 

4-4-4. 다음과 같이 보이면 ”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선택하고 

“등록정보(R)”를 클릭 합니다.  

주의 : “TCP/IP”가 여러 개 있으면 현재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랜카드의“TCP/IP”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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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다음과 같이 보이면 ”자동으로 IP 주소받기(O)”를 선택하고, 

 다시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B)”를 선택합니다. 

 

 

4-4-6. “확인”을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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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유기와 컴퓨터의 연결 상태(IP확인)를 확인 합니다. 

 

4-5-1. "시작” → ”실행"을 클릭한 후 "열기(O)"라고 되어 있는 곳에 cmd라고 

적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4-5-2. 다음과 같이 ”ipconfig”라고 입력을 하고 “Enter”를 누릅니다. 

IP주소가 192.168.2 ~ 253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면 설정이 정상적으로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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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IP주소가 192.168.10.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ipconfig/release ”라고 입력을 하고 “Enter”를 누릅니다. 

(IP해제 명령어) 

 

다시 ” ipconfig/renew ”라고 입력을 하고 “Enter”를 누릅니다. 

(IP작성 명령어) 

 

 

4-5-4. IP주소가 192.168.10.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면 정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5-5. IP주소가 192.168.10. 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지 않으면  

“제 7 장 공유기의 ping 테스트”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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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무선공유기를 설정(조정)합니다.                                  

 

4-6-1 ADSL PPPoE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4-6-2을 

보세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4-6-3을  

보세요 

 

4-6-1-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4-6-1-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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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4-6-1-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PPPoE방식(한국통신(KT),하나로ADSL)”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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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PPPoE 계정”에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ID를 정확히 넣고, 

“PPPoE 암호”에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넣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고정IP사용”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  

하나로 통신의 경우 ID 다음에 꼭 @ hanaro를 더 넣어야 합니다. 

 예) ID 가 youkey 이면 youkey@hanaro 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4-6-1-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계정(ID)와 암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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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요.  

 
 

 4-6-1-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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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9.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 성공”이라고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4-6-1-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6-1-11. 계속 접속이 되지 않으면  

◆  ADSL 접속 프로그램이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여 ID와 비밀번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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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ADSL PPPoE방식을 사용하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4-6-1을 

보세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4-6-3을  

보세요 

 

4-6-2-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4-6-2-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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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4-6-2-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유동 IP 주소(VDSL,ADSL자동접속,케이블 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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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MAC 주소 변경”에 체크(Ⅴ)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숫자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4-6-2-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설정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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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4-6-2-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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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9.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 성공”이라고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4-6-2-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6-2-11. 계속 접속이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4-6-2의 4-6-2-1에서 4-6-2-4까지를 진행합니다. 

  - 4-6-2-5에서“MAC 주소 변경”에 체크(Ⅴ)을 하지 않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나머지 4-6-2의 4-6-2-6에서 4-6-2-10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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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ADSL PPPoE방식을 사용하면... 

(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 

4-6-1을 

보세요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4-6-2을  

보세요 

 

4-6-3-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4-6-3-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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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4-6-3-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고정 IP 주소(My IP,Multi IP,기타 고정 IP)”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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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입력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6-3-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설정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과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www.ez-net.co. kr 

 

- 62 - 

4-6-3-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4-6-3-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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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9.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4-6-3-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6-3-11.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 통신회사에서 제공한 고정IP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세요. 

- 제 4 장의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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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선 네트워크을 구성합니다.                                  

 유무선 공유기에 내장된 AP 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P 

를 사용 환경에 알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이면 사용자의 환경에 알맞게 설정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6장에 있는 6-2-5를 참고 하세요. 

 무선네트워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제9장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도움말을 먼저 보세요.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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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무선 기본 설정  

 

동작 상태  무선 AP 가 현재 동작중 인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동작 설정  무선 AP 기능의 사용여부(ON/OFF)를 결정합니다.  

SSID  
무선 네트워크의 이름(SSID)을 입력하세요. 

사용자가 자유롭게 영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모드  

54Mbps 의 g only 모드  

11Mbps 의 b only 모드 

g and b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지역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국가)을 선택합니다. 

채널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SSID 

브로드캐스팅 

다른 무선 단말기에 SSID를 알려 AP 및 무선 네트워크 존재를 

확인합니다. 

적 용 알맞게 조절하였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6장에서 6-2-5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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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무선 보안 설정  

항 목 기 능 설 명 

인증 방법  

무선통신시 보안 및 기밀보호를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동, 

Shared Key, Open System, WPAPSK등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pen System 인증에서는 WEP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hared Key 인증에서는 경우 WEP 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기본 값은 자동 인증 방법이며 WEP 의 유무에 따라 인증 

방법이 결정됩니다. 

 WEP 를 입력한 경우 무선 단말기(컴퓨터)에서도 동일한 WEP 값을 

입력하여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암호화 방법  

-사용 안함 – WEP 보안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EP 64bit – 16 진수 : 10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5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WEP 128bit - 16 진수 : 26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13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KEY입력방법 

WEP 키 형태(16진수 또는 문자열)를 설정합니다. 

16 진수 : “ A ~F", "a~f"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 “ a~z", "A~Z"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KEY값 입력  선택한 KEY에 해당 KEY값의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적 용 알맞게 조절하였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4-7-3 MAC주소 인증  

항 목 기 능 설 명 

MAC 주소 

인증 사용 

MAC주소인증사용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유무선공유기 사용시 MAC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접속 

PC주소 반영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현재 설정 중인 PC의 MAC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12 자리 MAC 주소를 직접 입력 

하십시오 

허용될 

주소 추가 
입력한 MAC주소를 MAC 주소 인증 목록에 추가 합니다 

삭 제 허용된 MAC주소를 삭제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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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Windows XP 사용시의 컴퓨터 설정 및 

공유기 기본 설정   
 

 

 

 

 

 

 Win 98 / WIN Me을 사용하면 제3장을 보세요. 

 Window 2000을 사용하면 제4장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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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품 설치와 준비작업을 합니다.                        

 

 이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제품과 컴퓨터 그리고 모뎀간

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모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 

 

 

5-1-1 전원 끄기 

 이 공유기를 설치 하기 전에, 컴퓨터를 끄고, 모뎀의 전원도 차단합니다. 

 모뎀이 없는 경우(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에는 컴퓨터만 끕니다. 

 

 

5-1-2 컴퓨터와 모뎀간의 케이블 제거하기 

 그림과 같이 컴퓨터 뒷면을 보게 되면, 컴퓨터와 모뎀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빼 내 십시요. 

 모뎀이 없는 경우(KT의 엔토피아, 하나로 이벨리, 광랜 등등)에는 

컴퓨터에서, 벽면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빼 내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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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각 제품간의 케이블 연결 

그림과 같이 공유기와 모뎀 그리고 컴퓨터간에 케이블들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컴퓨터(또는 벽면)에서 빼낸 케이블을 공유기의 WAN 포트에 연결 합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공유기 랜포트(1,2,3,4 중 하나)와 컴퓨터(랜카드) 사이를 연결 합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공유기 랜포트(1,2,3,4 중 하나)와 다른 컴퓨터(랜카드) 사이를 연결 합니

다.(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컴퓨터가 4 대 이상 일 때는 공유기에 허브를 연결하여 확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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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모뎀과 공유기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 켜기 

(꼭 하세요. 필수 사항) 

 

 먼저 모뎀의 전원을 켭니다. (모뎀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합니다.) 

모뎀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5분간 기다리십시오. 

 공유기의 전원을 켭니다.  

공유기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WAN 포트에 점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5분간 기다리십시오. 

 컴퓨터를 켭니다. 

 공유기의 LAN(1 ~ 4) 포트에 점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1 ~ 4중에서 사용 중인 것에 만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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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먼저 인터넷 종류를 알아 보세요.                       

 유무선 공유기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사 마다 인터넷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서 

유무선 공유기에 해 주어야 하는 작업(설정)이 다릅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유무선 공유기를 

올바르게 설정 해야 정상적인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동작이 가능합니다.  

ADSL PPPoE 방식  

 한국통신(KT) 과 하나로 통신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방식입니다.  

 Ace Man Pro, Winpoet, Enternet300, PPPoE 프로토콜, Tango등과 같은 별도의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하여, ID와 비밀번호(암호)를 넣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Windows X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항목에 “광대역 연결” 이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DSL 자동 접속 방식  

한국통신(KT) ADSL 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ID와 암호가 모뎀에 내장되어 

있어 ADSL  PPPoE 방식처럼 별도의 연결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뎀의 하단 또는 

뒷면에 ‘자동 접속 모뎀’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VDSL 방식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선만 연결을 하면 바로 인터넷이 

되는 인터넷 종류입니다.  

어떤  특정 VDSL의 경우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통신(KT) ADSL(ID와 비밀번호를 사용 접속하는 경우) 

하나로 통신 ADSL의 일부 

한국통신(KT) 자동접속 ADSL(IP ADSL) 

한국통신(KT) VDSL 

하나로 통신 하나포스 V, VDSL 

데이콤 보라홈넷(V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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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식  

주로 케이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모뎀에 동그란 동축케이블선(유선 

방송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경우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N 방식 

한국통신(KT) 의 엔토피아, 하나로의 광랜, 파워콤의 광랜과 같이 모뎀이 없이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IP 방식  

한국통신(KT)의 마이 IP(My IP), 멀티 IP등과 같이 인터넷 회사에서 숫자(IP)를 부여하는 

인터넷 방식입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 웨이, DNS 주소등 인터넷 회사에서 부여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로 통신 케이블 

파워콤  프라임 

두루넷 케이블 

데이콤 보라홈넷( 케이블 ) 

신비로 샤크 

드림라인 케이블 

기타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인터넷 

한국통신(KT) My IP, Multi IP 

하나로 통신 전용 회선 

기타 각종 전용회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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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접속 프로그램을 삭제 하세요.(ADSL PPPoE 방식의 경우)  

 

 ADSL PPPoE 방식 ( ID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 프로그램을 삭제 하세요. 

 ADSL PPPoE 방식 이 아니면 다음(5-4)으로 넘어가세요. 

 

[ 참 고 ] 

- ADSL접속 프로그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 ADSL접속 프로그램의 종류를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가 있습니다. 

  - ADSL 자동 접속 방식(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이 부분(5-3)은 필요 없습니다. 

 

접속 프로그램 삭제(제거) 방법 

- ADSL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5-3)으로 넘어가세요. 

- ADSL접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Windows XP 을 사용하는 경우의 접속 프로그램 제거 방법 

 “시작”→ ”설정” → ”제어판” → ”네트워크 연결”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광대역”이나 “네트워크 브리지”항목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광대역”이나 “네트워크 브리지”항목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합니다. 

 “시작”→”설정”→”제어판” →”프로그램추가/제거” 차례로 

클릭한 후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ADSL접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Winpoet, Enternet 300, Acemanpro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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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Windows XP에서의 인터넷 준비 하기                    

 

5-4-1. 윈도우에서 “시작”→”설정”→”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보이면, “네트워크 연결”을 더블클릭 합니다. 

 

 

5-4-2. 다음과 같이 보이면 ”로컬 영역 연결”을 더블클릭 합니다. 

        (”로컬 영역 연결”이 여러 개 보이면 현재 사용중인 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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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다음과 같이 보이면 ”속성(P)”을 클릭 합니다. 

 

 

 

5-4-4. 다음과 같이 보이면 ”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선택하고 

“속성(R)”을 클릭 합니다.  

주의 : “TCP/IP”가 여러 개 있으면 현재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랜카드의 “TCP/IP”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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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다음과 같이 보이면 ”자동으로 IP 주소받기(O)”를 선택하고, 

 다시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B)”를 선택합니다. 

 

 

5-4-6. “확인”을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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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유기와 컴퓨터의 연결 상태(IP확인)를 확인 합니다. 

 

5-5-1. "시작” → ”실행"을 클릭한 후 "열기(O)"라고 되어 있는 곳에 cmd라고 

적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5-5-2. 다음과 같이 ”ipconfig”라고 입력을 하고 “Enter”를 누릅니다. 

IP주소가 192.168.2 ~ 253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면 설정이 정상적으로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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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IP주소가 192.168.10. 192.168.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ipconfig/release ”라고 입력을 하고 “Enter”를 누릅니다. 

(IP 해제 명령어) 

 

다시 ” ipconfig/renew ”라고 입력을 하고 “Enter”를 누릅니다. 

(IP 작성 명령어) 

 

 

5-5-4. IP주소가 192.168.10. 192.168.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면 정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5-5-5. IP주소가 192.168.10. 192.168.2 ~ 253 사이의 값으로 보이지 않으면 

 “제 7 장 공유기의 ping 테스트”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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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무선공유기를 설정(조정)합니다.                                  

 

5-6-1 ADSL PPPoE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5-6-2을 

보세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5-6-3을  

보세요 

 

5-6-1-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5-6-1-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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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5-6-1-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PPPoE방식(한국통신(KT),하나로ADSL)”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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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PPPoE 계정”에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ID를 정확히 넣고, 

“PPPoE 암호”에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넣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고정IP사용”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  

하나로 통신의 경우 ID 다음에 꼭 @ hanaro를 더 넣어야 합니다. 

 예) ID 가 youkey 이면 youkey@hanaro 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5-6-1-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계정(ID)와 암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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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5-6-1-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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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9.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 성공”이라고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5-6-1-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6-1-11. 계속 접속이 되지 않으면  

◆  ADSL 접속 프로그램이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여 ID와 비밀번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www.ez-net.co. kr 

 

- 84 - 

5-6-2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ADSL PPPoE방식을 사용하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5-6-1을 

보세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5-6-3을  

보세요 

 

5-6-2-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5-6-2-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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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5-6-2-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유동 IP 주소(VDSL,ADSL자동접속,케이블 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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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MAC 주소 변경”에 체크(Ⅴ)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숫자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5-6-2-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설정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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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5-6-2-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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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9.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 성공”이라고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5-6-2-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6-2-11. 계속 접속이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5-6-2의 5-6-2-1에서 5-6-2-4까지를 진행합니다. 

  - 5-6-2-5에서“MAC 주소 변경”에 체크(Ⅴ)을 하지 않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6-2의 5-6-2-6에서 5-6-2-10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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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를 보세요.                

ADSL PPPoE방식을 사용하면... 

(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국통신(KT) ADSL, 하나로통신 

ADSL ) 

5-6-1을 

보세요 

VDSL / 케이블 / LAN / ADSL자동접속 방식을 사용하면... 
5-6-2을  

보세요 

 

5-6-3-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5-6-3-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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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5-6-3-4.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고정 IP 주소(My IP,Multi IP,기타 고정 IP)”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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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5.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입력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6-3-6.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설정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과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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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5-6-3-8.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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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9.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모든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숫자는 아래 그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창을 닫고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5-6-3-10. “연결중”이라고 나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접속이 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6-3-11.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 통신회사에서 제공한 고정IP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세요. 

- 제 5 장의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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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무선 네트워크을 구성합니다.                                  

 유무선 공유기에 내장된 AP 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P 

를 사용 환경에 알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이면 사용자의 환경에 알맞게 설정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6장에 있는 6-2-5를 참고 하세요. 

 무선네트워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제9장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도움말을 먼저 보세요.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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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무선 기본 설정  

 

동작 상태  무선 AP 가 현재 동작중 인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동작 설정  무선 AP 기능의 사용여부(ON/OFF)를 결정합니다.  

SSID  
무선 네트워크의 이름(SSID)을 입력하세요. 

사용자가 자유롭게 영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모드  

54Mbps 의 g only 모드  

11Mbps 의 b only 모드 

g and b 모드중 에서 선택을 하세요. 

지역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국가)을 선택합니다. 

채널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SSID 

브로드캐스팅 

다른 무선 단말기에 SSID를 알려 AP 및 무선 네트워크 존재를 

확인합니다. 

적 용 알맞게 조절하였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6장에서 6-2-5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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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무선 보안 설정  

항 목 기 능 설 명 

인증 방법  

무선통신시 보안 및 기밀보호를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동, 

Shared Key, Open System, WPAPSK등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pen System 인증에서는 WEP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hared Key 인증에서는 경우 WEP 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기본 값은 자동 인증 방법이며 WEP 의 유무에 따라 인증 

방법이 결정됩니다. 

 WEP 를 입력한 경우 무선 단말기(컴퓨터)에서도 동일한 WEP 값을 

입력하여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암호화 방법  

-사용 안함 – WEP 보안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EP 64bit – 16 진수 : 10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5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WEP 128bit - 16 진수 : 26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13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KEY입력방법 

WEP 키 형태(16진수 또는 문자열)를 설정합니다. 

16 진수 : “ A ~F", "a~f"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 “ a~z", "A~Z"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KEY값 입력  선택한 KEY에 해당 KEY값의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적 용 알맞게 조절하였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5-7-3 MAC주소 인증  

항 목 기 능 설 명 

MAC 주소 

인증 사용 

MAC주소인증사용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유무선공유기 사용시 MAC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접속 

PC주소 반영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현재 설정 중인 PC의 MAC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12 자리 MAC 주소를 직접 입력 

하십시오 

허용될 

주소 추가 
입력한 MAC주소를 MAC 주소 인증 목록에 추가 합니다 

삭 제 허용된 MAC주소를 삭제합니다. 

설정저장 오른쪽 위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 값들을 저장합니다. 



                                                    www.ez-net.co. kr 

 

- 97 - 

제 6 장 

        유무선공유기 고급 기능 설정           
 

고급 사용자를 위한 부분입니다.  

공유기에 DDNS 설정, 가상서버(포트 포워딩) 설정, DMZ 호스트 설정, 공유기 비밀

번호 변경 등등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6-1 고급기능 설정 메뉴 보기 

6-1-1.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하고,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6-1-2. 다음 그림과 같이 “192.168.10.1”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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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면, 

그림과 같이 인터넷 설정 마법사에서 “ ”을 클릭합니다. 

 

 

 6-1-4. 다음 그림과 같이, 

고급기능을 설정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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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본 설정 ”메뉴 

6-2-1.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시스템정보, 인터넷설정, 내부LAN설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2-2. “시스템정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 공유기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공유기의 현재 접속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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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무선정보 보기”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 현재 설정되어 있는 무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6-2-4. “인터넷설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 인터넷에 관한 설정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유동IP주소, PPPoE 방식, 고정IP주소등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유동IP주소(VDSL,ADSL자동접속,케이블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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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방식 설정 

 

MAC 주소  

변경 

 공유기의 MAC주소를 변경하는 항목입니다.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꼭 MAC 주소 

변경을 설정 해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  

DNS 사용 

 DHCP 에서 자동 할당 되는 DNS 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DNS 주소를 이용할 경우 사용합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Ⅴ)를 하고, 

 DNS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설 IP  

할당 허용 

 이 항목에 체크(Ⅴ) 하면, 192.X.X.X 같은 

사설 IP 주소를 이용하여 공유기 주소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체크를 해제 하십시오. 

변경 설정한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 PPPoE방식(한국통신(KT), 하나로ADSL)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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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oE 방식 연결 설정 

 

PPPoE  

사용자 이름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ID를 입력 하십시오. 

 하나로 통신의 경우에는 접속 ID 뒤에 

@HANARO 를 꼭 붙여야 합니다. 

PPPoE  

사용자 암호 

 해당 인터넷 서비스의 비밀 번호를 입력 

하십시오. 

 

MAC 주소  

변경 

 공유기의 MAC주소를 변경하는 항목입니다.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꼭 MAC 주소 

변경을 설정 해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MTU 

 MTU 의 크기를 1300~1500 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공장 초기값은 1454입니다.  

 ADSL 회선이 품질이 나쁜 경우, MTU 값을 

줄이십시오. 

고정DNS사용  DHCP 에서 자동 할당 되는 DNS 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DNS 주소를 이용할 경우 

사용합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를 만드시고, DNS 주소를 

입력합니다. 

고정IP사용  PPPoE 방식의 고정 IP 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최대  

유휴 시간 

 설정 시간만큼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공유기는 인터넷 접속을 끊습니다 

 하나로 ADSL, 한국통신(KT) ADSL 에서는 

유휴시간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변경 설정한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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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IP 주소(My IP, Multi IP, 기타 고정IP)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고정 IP 방식 연결 설정 

IP주소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고정 IP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1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2 통신회사에서 부여한 보조 DNS주소가 있다면 

입력합니다. 

 

MAC 주소  

변경 

 공유기의 MAC주소를 변경하는 항목입니다.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꼭 MAC 주소 변경을 

설정 해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MTU 

 MTU의 크기는 1300~1500 까지 지정이 가능 합니다.  

 공장 초기값은 1500입니다.  

 회선이 품질이 나쁜 경우, MTU 값을 줄이십시오. 

변경 설정한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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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무선설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 인터넷에 관한 설정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설정 

동작설정 무선AP의 동작여부(ON/OFF)를 결정합니다. 

SSID 
유무선 공유기와 무선 랜카드간의 통신을 위한 ID 로써 최대 

32 자리(ASCII 코드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공백은 없게) 

모드 

3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 and b – 802.11g 방식과 802.11b 방식 모두 사용합니다. 

g only – 802.11g 방식만 사용합니다.(54Mbps) 

b only – 802.11b 방식만 사용합니다. (11Mbps) 

지역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국가)을 선택합니다. 

채널 
유무선 공유기와 무선 랜카드간의 통신을 위한 채널을 

선택합니다. 

SSID 

브로드케스팅 

자신(AP)의 이름(SSID)을 다른 단말기(컴퓨터)에 알리기 위한 

기능 입니다. 

적 용 설정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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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보안 설정 

인증방법 

무선통신시 보안 및 기밀.보호를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동, Shared Key, Open System, WPAPSK등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동 

 

암호화 방법 

 

WEP 은 무선랜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유선네트워크의 물리적인 보안 대책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슷

한 보안설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기는 64/ 128-

bit 2가지 WEP 인증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 안함 – WEP 보안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EP 64bit – 16 진수 : 10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5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WEP 128bit - 16 진수 : 26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 13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KEY입력방법 

WEP 키 형태를 설정합니다. 

16 진수 -“ A ~F", "a~f"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 “ a~z", "A~Z"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KEY값 입력 선택한 KEY에 해당 KEY값의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www.ez-net.co. kr 

 

- 106 - 

인증방법 

Open System 

Open System은 별도의 인증 없이 단말(컴퓨터)을 AP 에 

등록하며 통신 데이터에 대하여 WEP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방법 

 

WEP 은 무선랜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유선네트워크의 물리적인 보안 대책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슷

한 보안설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기는 64/ 128-

bit 2가지 WEP 인증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 안함 – WEP 보안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EP 64bit – 16 진수 10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5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WEP 128bit - 16 진수 26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13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KEY입력방법 

WEP 키 형태를 설정합니다. 

16 진수 -“ A ~F", "a~f"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 “ a~z", "A~Z"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KEY값 입력 선택한 KEY에 해당 KEY값의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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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법 

Sharing Key 

Sharing Key의 경우는 WEP Key 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AP 에 단말이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통신 데이터에 대해서 WEP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방법 

 

WEP 은 무선랜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유선네트워크의 물리적인 보안 대책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슷

한 보안설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기는 64/ 128-

bit 2가지 WEP 인증 기능을 지원합니다 

-WEP 64bit – 16 진수 10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5자리 키의 값을 사용합니다.  

-WEP 128bit - 16 진수 26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문자열 13자리의 키 값을 사용합니다. 

KEY입력방법 

WEP 키 형태를 설정합니다. 

16 진수 -“ A ~F", "a~f"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 “ a~z", "A~Z" 및”0~9“ 범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KEY값 입력 선택한 KEY에 해당 KEY값의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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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법 

WPAPSK 

WPA(Wi-Fi Protected Acce ss)는 Wi-Fi 협회가 만든 새로운 

무선랜 표준으로 기존의 WEP(Wired Equivalent Pri vacy)를 

대체하여 무선랜 상에서 데이터 보호 및 액세스 컨트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무선랜 보안 기술입니다.  

이 기기는 WPA-PSK 기능을 지원합니다. WPA방식에서는 별도

의 레디오스 서버가 필요하지만 WPA-PSK 방식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암호화 방법 TKIP, AES  2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Network Key WPA-PSK 키 값을 8 ~ 63자리까지의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www.ez-net.co. kr 

 

- 109 - 

MAC 주소 인증 

MAC 주소 

인증 사용 

MAC주소인증사용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 기능은 유무선공유기 사용

시 MAC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

다. 

 

 

현재 접속 PC

주소 반영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현재 설정 중인 PC의 MAC 주소

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12 

자리 MAC 주소를 직접 입력 하십시오. 

허용될 

주소 추가 
입력한 MAC주소를 MAC 주소 인증 목록에 추가 합니다 

삭 제 허용된 MAC주소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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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WDS 설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개 요 이 유무선공유기와 다른 별도의 AP 장비를 브릿지(Bridge) 

또는 중계기(Repeater)로 연결할 경우 WDS 설정을 하게 

됩니다.WDS 설정은 무선으로 연결할 AP 장비의 이름(SSID),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름(SSID) 이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할 다른 AP의 SSID를 넣습니다. 

AP 의  

MAC 주소 
이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할 다른 AP의 MAC주소를 넣습니다. 

AP 추가 다른 AP의 이름(SSID)과 MAC 주소를 추가합니다. 

실 행 다른 별도의 A와 WDS기능을 실행합니다. 

삭 제 다른 AP의 이름(SSID)과 MAC 주소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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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내부LAN설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내부 IP설정 및 DHCP 서버 설정 

내부 IP 주소 로컬 LAN상에서 인식되는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입니다. 

변경 시 변경된 IP주소를 잘 기억 하십시오. 

DHCP 서버  

설정 

사용함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공유기는 LAN 상에 있는 PC 

또는 장치(DHCP 클라이언트)에 IP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할당될  

IP주소 범위 

PC 에 IP 주소를 할당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또한 이 

범위는 지원되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변경 설정한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DHCP 고정 IP주소 설정 

자동설정 자동설정에 체크 하면, 현재 PC의 MAC주소와 IP주소가 자동

으로 입력됩니다. ‘추가’를 클릭하면, 해당 PC의 내부 

LAN주소를 고정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MAC 주소 MAC주소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IP주소 - IP를 고정으로 할당하고자 하는 PC의 

주소(192.168.10.2~192.168.10.254)를 입력 합니다.  

- 추가’를 클릭하면, 해당 PC에 IP주소가 고정으로 할당되

게 됩니다. 

추가 입력한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삭제 고정IP주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등록된 내용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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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NAT 설정 ”메뉴 

6-3-1.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포트포워딩, 포트 트리거, 필터링설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3-2. “포트포워딩”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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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설정 

 

개요 이 기능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1대의 PC에 한하여 다른 인터넷 

사용자 또는 서버와 무제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즉 공인IP(리얼IP)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 1. 체크(Ⅴ)를 합니다. 

2. DMZ 설정을 하고자 하는 PC의 IP를 넣습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고기능 DMZ 설정 

 

개요 이 기능은 한대의 PC에 공인IP(리얼IP)를 할당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공유기를 사용하는 1대의 PC에 한하여 다른 인터넷 사

용자 또는 서버와 무제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DMZ기능보다 좀더 진보된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 1. 체크(Ⅴ)를 합니다. 

2. 적용을 클릭합니다. 

 

사설 FTP포트 설정 

 

개요 이 기능은 어떤 FTP서버가 표준 포트인 21포트를 사용하지 않

고 임의의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설정  방법 1. 체크(Ⅴ)를 합니다. 

2. 포트 번호를  넣습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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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서버 설정(게임 및 P2P 프로그램 설정) 

 

개요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설 IP 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여러 대의 컴퓨터)중에서 

게임 및 P2P 프로그램 등을 사용시 사설 IP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상 서버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가상서버의 설정(추가) 

이름 가상서버를 위한 이름 – 예를 들어 프루나를 사용하기 위한 가상

서버를 설정 한다면 이름에 프루나 정도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PC주소 ■ "PC주소"에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여러 대의 컴퓨터) 

중에서  게임 및 P2P 프로그램 등을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넣습니다. 

■ IP 는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합니다. 

 Windows 98 / Me 에서의 IP 확인방법 

  제 3 장의 3-5 에서 확인하세요. 

 Windows 2000 에서의 IP 확인방법 

  제 4 장의 4-5 에서 확인하세요. 

 Windows XP 에서의 IP 확인방법 

  제 5 장의 5-5 에서 확인하세요. 

프로토콜 ■ 게임 및 P2P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프로토콜(TCP 또는 UDP)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게임회사 및 P2P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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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포트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게임 및 P2P 프로그램을 사용시에 사용할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 아래의 표는 일부 프로그램 및 게임의 포트를 적은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게임회사 및 P2P프로그램 회사에 문의 하세요. 
 

어플리케이션 
프로 

토콜 
포트번호 어플리케이션 

프로 

토콜 
포트번호 

모든 TCP 포트 TCP 0-0 미디어플레이어 TCP  1755  

모든 UDP 포트 UDP  0-0  리니지 TCP  2000  

FTP TCP  20-21  
원격 데스크탑 

연결 
TCP  3389  

텔넷 TCP  23  디아블로  TCP  4000  

메일서버 TCP  25  eDonkey(TCP) TCP  4661-4662  

웹서버 TCP  80  eDonkey(UDP) UDP  4665  

POP3 TCP  110  스타크래프트 TCP  116  

뉴스서버 TCP  119  스타크래프트  TCP  118  

버디버디 TCP  810  스타크래프트 TCP  6112-6119  

버디버디 TCP  940-950  스타크래프트  UDP  6112-6119  

넷미팅  TCP  1720  WinMX(TCP) TCP   6699  

H.323 

전화기(TCP) 
TCP  1720  WinMX(UDP) UDP   6257  

H.323 

전화기(UDP) 
UDP  1719  소리바다(검색) UDP   7674  

윈엠프 방송  TCP  8000  소리바다(화일)  TCP   7675  

구루구루 TCP  9292-9293  소리바다(채팅방) TCP  7677  

내부포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포트와 같은 포트를 입력합니다. 

추가 가상서버을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가상서버의 항목 

이름 사용자가 등록한 가상서버 항목들의 이름입니다. 

PC주소 가상서버를 설정한 PC들의 IP주소 입니다. 

프로토콜 해당 서버(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형태 입니다. 

외부포트 서버(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외부 포트 입니다. 

내부포트 서버(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부 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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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가상서버의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제거시 해당 서버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버튼을 누릅니다. 

 

미리 정의된 가상서버 

 

개요 모든 기능은 가상서버와 동일합니다. 

단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널리 알려진 것들을 미리 정의

해 놓은 것입니다. 

가상서버의 설정(추가) 

가상서버이름 미리 정의해 놓은 가상 서버들 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부서버 

PC주소 

공유기를 사용하는 PC중 가상서버를 설정하고자 하는 PC의 IP

주소를 넣습니다. 

추가 가상서버를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가상서버의 항목 

이름 사용자가 등록한 가상서버 항목들의 이름입니다. 

PC주소 가상서버를 설정한 PC들의 IP주소 입니다. 

프로토콜 해당 서버(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형태 입니다. 

외부포트 서버(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외부 포트 입니다. 

내부포트 서버(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부 포트 입니다.. 

삭제 가상서버의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제거시 해당 서버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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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포트 트리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포트 트리거 설정  

개요 공유기를 사용하는 PC의 IP주소 없이도 가상서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리 정의된  

트리거 규칙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널리 알려진 것들을 미리 정의해 놓

은 것입니다. 

이름 포트 트리거에 등록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송신 프로토콜 트리거가 데이터 전송시 사용될 프로토콜(TCP 또는 UDP)을 

선택합니다. 

송신포트 범위 트리거가 데이터 전송시 사용될 포트의 범위입니다. 

수신 프로토콜 트리거가 데이터 수신시 사용될 프로토콜(TCP 또는 UDP)을 

선택합니다. 

수신포트 범위 트리거가 데이터 수신시 사용될 포트의 범위입니다. 

추가 입력한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포트 트리거 항목  

이름 이미 등록된 트리거 항목의 이름입니다. 

트리거 조건 트리거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형태와 포트의 범위를 나타냅

니다. 

포워드 조건 포워드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형태와 포트의 범위를 나타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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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트리거에 등록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해당 서버항목을 선택 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십시오. 

 

 

6-3-4. “필터링 설정”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필터링 설정  

개요 이 기능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PC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필터링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1. 모든 PC에서 차단하는 방법 

2. IP주소를 이용하는 방법 

3. MAC주소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PC에서 차단 여기를 선택하면 설정한 기능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모든 

PC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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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IP주소 이용 차단할 PC를 지정합니다. 

IP 주소 입력 시 넷 마스크를 입력하면 IP 주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넷 마스크에 따른 IP 범위 (C class 기준) 

넷마스크 IP 네번째 값 

31 0 ~ 1 

30 1 ~ 3 

29 1 ~ 7 

28 1 ~ 15 

27 1 ~ 31 

26 1 ~ 63 

25 1 ~ 127 

24 1 ~ 254 
 

MAC 주소 MAC주소를 이용 차단할 PC를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차단하고자 하는 프로토콜 형태를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차단할 경우 ‘ANY’를 선택하십시오. 

포트번호 차단하고자 하는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추가 입력한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필터링 항목 

MAC 주소 필터링 되는 MAC 주소입니다.. 

IP주소 필터링 되는 IP주소입니다. 

프로토콜 필터링 되는 프로토콜의 형태입니다. 

포트 필터링 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삭제 필터링에 등록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해당 필터링 항목을 선택 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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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급 설정 ”메뉴 

6-4-1.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 라우팅테이블, URL필터, DDNS, 시간제한, 네트워크모니터, 기타 설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4-2. “라우팅테이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라우팅 테이블 설정 

개요  공유기 사용자의 PC 에 다른 라우터 또는 별도의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기가 단지 LAN 세그먼트 전용 게이트웨이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공유기 사용자의 PC 에 별도의 라우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기 사용자의 PC 에 표준 라우터(Cisco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유기는 모든 LAN 세그먼트, RIP 

사용 가능 (라우팅 정보 프로토콜)장비에 대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정적 라우팅 테이블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기 사용자의 PC 에 기타 게이트웨이 및 비표준 

라우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LAN 세그먼트가 

각각의 게이트웨이를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RIP 기능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에는 정적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해야 합니다.(또한 기타 라우터도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설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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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라우팅 유형을 HOST또는 NETWORK로 선택하십시오. 

목적지 주소 원격 LAN 세그먼트의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표준 “C” 클래스 

LAN에서의 네트워크 주소는 처음 세 개의 란은 목적지 주소를 나

타내며 네 번째 란은 0으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넷마스크 원격 LAN 세그먼트의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C”클래스 네트워크

에서의 초기 마스크 값은 255.255.255.0입니다.  

HOST 항목일 경우, 넷마스크 항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게이트웨이 공유기 게이트웨이 또는 라우터의 IP 주소는 원격 세그먼트에 연

결된 라우터가 아닌, 위의 목적지 주소와 통신을 하는데 사용되어

야 합니다. 

추가 입력한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라우팅 테이블 관리 

유형 등록된 라우팅 유형을 나타냅니다. 

목적지 주소 등록된 목적지 주소를 나타냅니다. 

넷마스크 등록된 넷마스크 주소를 나타냅니다. 

게이트웨이 등록된 게이트웨이 주소를 나타냅니다. 

삭제 등록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 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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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URL필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URL필터 설정  

개요 공유기는 IP주소 또는 MAC주소에 의해서, 특정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사이트 주소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동작상태 URL 필터 기능의 동작상태를 나타냅니다. 

실행/중단 URL 필터 기능의 동작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PC에서 차단 URL필터를 공유기를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적용하기 위해

서 선택합니다. 

특정  

IP주소만 차단 

공유기를 사용하는 PC중에 특정 IP주소만을 적용하기 위해

서 선택합니다. 

특정 PC의 

MAC주소만 차단 

공유기를 사용하는 PC중에 특정 MAC주소를 가진 PC에만 적

용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차단될 URL입력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합니

다. 

추가 입력한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URL 필터 항목 

차단될 URL주소 URL 필터에 등록된 차단될 URL주소를 나타냅니다. 

차단될 주소 공유기를 사용하는 PC의 주소(IP주소, MAC주소, 모든 PC)

를 나타냅니다. 

삭제 URL필터에 등록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 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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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DDNS”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DDNS 설정  

개요 DDNS(Dyanmic DNS: 유동IP도메인 이름 서비스)란 

유동IP와 도메인을 매칭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동IP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된 IP주소는 항상 지정된 도

메인과 매칭이 되므로 공유기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WEB

서버,FTP서버등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www.dyndns.org 

등록 후 사용 

DDN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www.dyndns.org에 신

규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계정등록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동작 실행/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www.Dyndns.org에 등록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

오. 

암호 www.Dyndns.org에 등록한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도메인  www.dyndns.org 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도메인 이름은 문자와 하이픈(-)으로 설정됩니다. 

기타 문자들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한 정보가 적용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http://www.dyndns.org/
http://www.dyndns.org/
http://www.dyndns.org/
http://www.dynd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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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시간제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시간 설정  

개요 공유기 관리자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공유기를 사용하는  PC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시간 별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현재 공유기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대설정 시간서버와 해당지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변경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스케쥴 설정  

차단할 요일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요일을 입력하십시오. 

매일 또는 요일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단할 시간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이때 시간은 30분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단할 주소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PC의 IP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모든 PC 또는 특정 P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한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스케쥴 관리 항목 

차단할 요일 스케줄 설정에 등록된 차단될 요일을 나타냅니다. 

차단할 시간 스케줄 설정에 등록된 차단될 시간을 나타냅니다. 

차단할 주소 스케줄 설정에 등록된 차단될 PC의 IP주소를 나타냅니다. 

삭제 등록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 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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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네트워크모니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네트워크 모니터  

동작 상태 네트워크 모니터를  

“실행”하거나  

“중단”합니다. 

감시 수준 네트워크 감시 상황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상”,”중”,”하” 3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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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기타설정”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 로그인 암호 설정 

- 원격접속 

- UPNP 설정 

- WAN 링크 상태 & 설정 

- 시스템 초기화 및 재시작 

- 펌웨어 업그레이드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www.ez-net.co. kr 

 

- 127 - 

로그인 암호 설정 

 

개요 공유기 관리자는 공유기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기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설정  방법 1.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 이름(ID)와 암호가 

필요하게 되는데 사용자 이름(ID)는 “admin”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암호 입력과 암호 확인에 관리자만 아는 암호를 

넣습니다. 

3. 변경을 클릭합니다. 

4. 다음부터 공유기에 접근(192.168.10.1)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이름(ID)과 암호를 묻게 

됩니다. 

 

5. 관리자는  

   사용자 이름(U)에 “admin”이라고 입력하고, 

암호(P)에  설정한 암호를 넣어야만 공유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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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접속 

 

개요 이 기능은 인터넷을 통해 공유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

다. 

설정  방법 1.  체크(Ⅴ)를 합니다. 

2. 1024~65535 (8080포트 권장) 사이의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  외부에서 연결 시 이 포트 번호는 고정되

어야 합니다. 

3. 변경을 클릭합니다. 

 

UPNP 설정 

 

개요 UPnP(Universal Plug and Play)는 사용자의 LAN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구성합니다. UPnP는 

Windows ME, XP 또는 그 이후 버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 1. 체크(Ⅴ)를 합니다. 

2. 적용을 클릭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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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링크 상태 & 설정 

 

개요 공유기 WAN 포트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WAN 

포트의 연결 방식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WAN  

링크 상태 
공유기의 현재 WAN 포트의 연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WAN  

링크 설정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WAN의 설정을 변경해야만, 정상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공유기가 최적화된 연결방법으로 자동설정 됩니다. 

•10M-Half : WAN 포트가  10M  하프 듀플렉스로 고정 

됩니다. 

•100M-Half: WAN 포트가 100M 하프 듀플렉스로 고정 됩니다.  

적용 입력한 내용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시스템 초기화 및 재시작 

 

시스템 초기화 모든 설정  값을 공장 출고시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스템 재시작 시스템 재시작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의 상태는 변경하지 않고 단순

히 공유기만 재 부팅을 합니다. 

 

 

 

주의 : 관리자는 어떤 값을 변경했을 시 반듯이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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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그레이드 

 

개요 공유기의 성능을 위해서 새로 개발된 펌웨어가 있을시, 이 메뉴을 이용

하여 공유기에 새로운 펌웨어를 적용시키는 기능입니다. 

무선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마세요. 

Firmware 

Version 1.36 
현재 공유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펌웨어의 버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새로운 펌웨어가 있을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찾아보기...”

를 클릭합니다. 

• 업그레이드 파일을 찾습니다. 그림에서  참조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에서  참조 

 

 

 

Upgrade 

(업그레이드) 

•“ Upgrade(업그레이드)“를 클릭하면 잠시후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 꼭 지시 사항에 따르세요. 

 

• 잠시 후 다음처럼 보이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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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유무선 공유기의 ping 테스트  

  

 

7-1. "시작” → ”실행"을 클릭한 후 “ ping 192.168.10.1 –t ”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7-2.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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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ping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컴퓨터를 종료합니다. 

 공유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모뎀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모뎀과 공유기 사이의 케이블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유기와 컴퓨터 사이의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뎀의 전원을 켭니다. 모뎀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5분 후에 공유기의 전원을 켭니다. 공유의 WAN에 점

등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5분 후에 컴퓨터를 켭니다. 

 LAN 포트(1 ~ 4중 사용 중인 것)에 점등이 된 것을 확

인합니다. 

 다시 5분 후에 컴퓨터를 켭니다. 

 

 

 

7-4. “설명서(이책자)”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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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무선 랜카드와 유무선공유기(AP) 연결 방법  
일반적으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무선랜 카드를 설치하면 무선 환경 설정을 위한 

유틸리티가 제공됩니다. Windows 95/98/ME/2000 의 경우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랜카드의 

무선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Windows XP 의 경우 XP 에 내장된 윈도우 자체 

유틸리티를 이용하거나 혹은 무선랜 카드와 같이 제공되는 별도 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랜 카드의 설치 및 유틸리티 설치는 구입한 무선랜 카드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해당 무선랜 카드 제조/판매사에 문의합니다. 

 

8-1 Windows XP Zero Configuration 을 이용하는 방법  

Windows XP 는 무선 연결 유틸리티를 자체 내장하고 있습니다. 무선랜카드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Windows XP 자체 무선 연결로 본 기기(유무선공유기)와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Windows XP 에 자체 내장된 무선 연결 항목을 Windows 

Zero Con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Windows XP 는 서비스팩(Service Pack) 종류에 따라서 

Zero Configuration 사용 방법이 틀립니다.  

1) Windows XP Service Pack 1 을 사용하는 경우  

 1.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넷 옵션 “→ “네트워크 연결”을  

 클릭합니다.  

 2. “무선 네트워크 연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사용 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기(V)”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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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Windows 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W)”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만약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Windows Zero Configuration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PC 근처에 있는 무선 

스테이션(AP)을 검색합니다.  

     

 

 



                                                    www.ez-net.co. kr 

 

- 135 - 

 5.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항목에서 사용자가 사용중인 SSID 항목을 

  선택한 다음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무선 네트워크 연결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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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XP Service Pack 2 을 사용하는 경우 

  

 1.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넷 옵션 “→ “네트워크 연결”을 

    클릭합니다.  

  

 2. “무선 네트워크 연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사용 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기(V)”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가 사용하는 SSID를 선택한 다음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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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5. 잠시 후 무선 연결이 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됨”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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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무선 랜카드 유틸리티를 이용하는 방법  

 Windows 98/ ME/ 2000/ XP 에서는 무선 연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유무선공유기(AP)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무선랜카드 사용자 설명서에 무선 연결 유틸리티에 관한 사용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선 랜카드 마다 사용방법이 상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PCI방식의 랜카드 유틸리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무선 랜카드의 무선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2. “Site Survey” 메뉴를 클릭합니다(무선 랜카드 마다 사용방법이 상이 합니다.) 

     

 

 3. 사용자 AP(유무선 공유기)가 사용하는 SSID를 선택하고 “Connect”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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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과 같이 사용자 AP(유무선 공유기)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이 “Link Status” 를 클릭하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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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무선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도움말        

무선랜 표준 IEEE 802.11b/g 

 무선랜의 표준은 IEEE 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을 따릅니다.  

 무선랜의 표준은 11Mbps 의 802.11b 표준과 54Mbps 의 802.11g표준 그리고 

802.11a 표준이 있습니다.  

 802.11g 는 2.4GHz 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802.11b 와 상호 호환성이 

있습니다.  

 본 유무선 기기는 802.11g AP 이므로 802.11g 는 물론 11Mbps 의 802.11b 

장비와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802.11a 표준은 5GHz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표준으로 802.11b/g 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무선랜 네트워크 구성 방법 (Infrastructure 모드, Adhoc 모드) 

무선랜을 구성하는 방법은 Infrastructure 모드와 Adhoc 모드의 2 가지가 있습니다.  

 

Infrastructure 모드 

Infrastructure 모드는 AP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무선랜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들은 AP 에 접속되어 통신하는 방식으로AP 에서 전체 통신을 관리하므로 

안정성과 효율이 좋습니다.  

 

Adhoc 모드 

Adhoc 모드는 AP 없이 무선랜 랜카드만을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본 유무선 공유기는 무선 단말기의 네트워크 모드를 Infrastructure 모드로 설정합니다. 

 

SSID (Service Set Identifier, 네트워크 이름) 

무선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이름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모든 단말기와 AP 는 동일한 

SSID 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SSID 는 AP 에서 먼저 설정하며 AP 에 접속하고자 하는 

단말기는 AP 와 동일한 SSID 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SID 는 사용자가 

임으로 결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P 는 자신의 SSID 를 모든 단말기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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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서 AP 존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하지 않는 단말에서도 

네트워크 존재가 파악되므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WEP 

인증이나 MAC 인증으로 무선 보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 채널 

802.11b./g 표준은 2.4GHz 의 주파수를 14 개의 채널로 분리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조금씩 다른 주파수 14 개를 이용하여 별도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 사용에 대한 법규가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3 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 11 개 채널, 일본의 경우 14 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AP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안 및 암호화 

무선 네트워크 표준안에서 제공하는 보안은 2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단계는 

인증(Authentication)이며 2 단계는WEP 암호화입니다.  

 

1 단계 인증에서는 단말기가 공유기에 최초 통신을 시도할 때 단말기를 등록하여 향후 

통신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2 단계 WEP 암호화에서는 이미 등록된 단말기가 통신을 할 때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WEP 

key 를 이용하여 암호화 하는 것입니다.  

 

Open System 의 경우, 별도의 인증 없이 단말을 AP 에 등록하며 Open System 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 데이터에 대하여 WEP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hared key 의 경우, WEP Key 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AP 에 단말이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통신 데이터에 대해서 WEP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자동의 경우, WEP 입력 유무에 따라 적절한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본 유무선 공유기는 자동에 WEP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WPAPSK의 경우, WPA(Wi-Fi Protected Acce ss)는 Wi-Fi 협회가 만든 새로운 무선랜 

표준으로 기존의 WEP(Wired Equivalent Pri vacy)를 대체하여 무선랜 상에서 데이터 

보호 및 액세스 컨트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무선랜 보안 기술입니다.  

이 기기는 WPAPSK 기능을 지원합니다. WPA방식에서는 별도의 레디오스 서버가 

필요하지만 WPAPSK 방식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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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공유기의 사양서              

표준규격 
LAN - IEEE802.3, IEEE802.3u, IEEE802.3x  

Wireless – IEEE802.11b, 11g WLAN  

RF Frequency 

(주파수범위)  

2.412 ~ 2.462Mhz (North America) 2.412 ~ 2.483Mhz (General 

Europe)  

RF Out Power  

(무선출력)  
16 ~ 18 dBm 

Channel (채널)  1 ~ 11 (North America) 1 ~ 13 (General Europe) / 1 ~ 14 (Japan)  

Data Rate 

(무선지원속도)  
802.11b – 1/ 2/ 5.5/ 11Mbps 802.11g – 6/ 9/ 12/ 18/ 24/ 36/ 48/ 54Mbps  

Wireless Security 

(무선보안)  

WEP 64/ 128-bit, MAC based Association, SSID Broadcast Disable, 

WPAPSK  

Port (포트)  WAN 1  – 10/100Mbps  TP Type (Auto MDI-X)  

LAN 4 – 10/100Mbps N-way Switch TP Type (Auto MDIX)  

Antenna Type  

(안테나)  
5 dBi Power Antenna  

Memory(메모리크기)  Flash Rom – 2M  SDRAM – 16M  

Protocol(프로토콜)  NAT, NAPT, PAT, PPPoE, HTTP, DHCP, TCP/IP, UDP, DDNS  

Firewall/ Security  

(방화벽/보안)  

URL Filter to block access to undesirable site, NAT Fire 

wall, Internal password  

VPN Pass Through  

(VPN 전달방식)  
PPTP, IPSec, L2TP  

Management  

(관리및설정)  
WEB Based Management, Remote Management  

Plug & Play  
UPnP(Universal Plug & Play) support (Only for Windows ME, XP or 

higher OS)  

Other Function  

(기타기능)  

DHCP Server, Dynamic DNS, Virtual Server, DMZ, VPN  

pass through, NAT Firewall, Multi segment LAN, Access  

control, Routing table, WDS  

Humidity(습도)  5 ~ 95% Non-condensing  

제품의 사양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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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A : 유무선공유기 리셋 하기              
 

유무선공유기 리셋 하기 

 유무선공유기를 리셋(Reset_물리적 공장초기화)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가 공유기의 접속시 사용하는 ID와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2. 유무선공유기에 물리적으로 이상이 생겨 초기화가 필요할 때 

 

 

-- 리셋 방법 -- 

 유무선공유기에서 케이블 및 전원을 제거합니다. 

 Reset 버튼을 볼펜 같은 것으로 가볍게 누릅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Reset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 

 Reset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20초 이상을 기다립니다. 

 Reset 버튼에서 손을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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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각 통신사별 DNS주소             
 

한국통신_KT(매가패스) 

168.126,63.1 

168.126.63.2 

211.216.50.150 

211.216.50.160 

하나로(하나포스) 

210.220.163.82 

210.94.6.67 

210.180.98.69 

두루넷 
210.117.65.1 

210.117.65.2 

신비로(샤크) 202.30.143.11 

데이콤  
164.124.101.2 

203.248.252.2 

드림라인 
210.181.4.25 

21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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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지원 가능 프로램들             
네트웍 게임 설  명 

Starcraft Supported 

Warcraft Supported 

Crazy Arcade Supported 

Doom Supported 

FIFA2000 Supported 

Han-game Supported 

Netmarble Supported 

Age of empires 2 Supported 

Fortress Supported 

Diablo Supported 

Rainbow Six Supported 

Lineage Supported 

Mu online Supported 

Xbox Supported 

Play Station 2 Supported 

P2P 프로그램 설  명 

구루구루(GruGru) Supported 

WinMX Supported 

소리바다(Soribada) Supported 

당나귀(e-Donkey) Supported 

푸르나(Pruna) Supported 

Protocol(프로토콜) 설  명 

PPTP Pass Through 

L2TP Pass Through 

IPSEC Pass Through 

FTP Supported 

ICMP Supported 

SMTP Supported 

POP3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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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설  명 

MSN 4.6 ~ 6.2 support module embedded 

ICQ Supported through DMZ host 

AOL Supported 

IRC Supported 

Genie Supported 

BudyBudy Supported 

Yahoo Supported 

Daum Supported 

Telnet Supported 

HTTP/HTTPS Supported 

 메디아 서비스 설  명 

Quick time Supported 

Dial Pad Supported 

MS Netmeeting Supported 

Real Audio Supported 

WoW call Supported 

Media Player Supported 

WinAmp Broadcast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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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TCP/IP 포트 리스트             
Service Name TCP UDP Notes 

AOL 5190-5193 5190-5193 American OnLine 

AOL ICQ 5190, dyn >=1024   Message 

AOL Instant Messenger 5190 5190 American OnLine 

Citrix ICA 1494, dyn >=1023 1604, dyn >=1023 Remote application access 

DirectX Gaming 47624, 2300-2400 47624, 2300-2400 many network games 

Distributed.Net RC5/DES 2064   Distributed computation 

DNS   53 Domain name Service 

Doom 666 666 Network game 

FTP 21   File Transfer Protocol 

Glimpseserver 2001   Search engine 

Gopher 70     

H.323 Host Call 1720 1720 H.323 host call 

HTTPs 443   Secure HTTP (SSL) 

ichat client, server 4020 4020 Chat rooms 

ICU II 2000-2003   Videoconferencing 

ISpQ 2000-2003   Videoconference 

LDAP 389 389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Mirabilis ICQ dyn >=1024 4000 Locator, chat 

MS ICCP 1731 1731 Audio call control (Microsoft) 

MS Netmeeting dyn >=1024, dyn >=1024 Video conference 

MS NetShow 1755 1755 Streaming video 

MSN Gaming Zone 28800-29000 28800-29000 Network Game 

MSN Messenger 1863   Instant messenging 

Netscape Conference 6498, 6502 2327 Audio conference 

NNTPs 563   Secure NNTP news (SSL) 

Palm omputing  Network 

Hotsync 
14237 14238 Data synchronization 

pcAnywhere 5631 5632 Remote control 

POP3 110   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QuickTime 4 RTSP RTP Streaming audio, video 

Real Audio & Video RTSP, 7070 6970-7170 Streaming audio and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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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54G유무선공유기 모 델 명 NEXT-WR54G 

구입일자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수 입 원 이지넷 전   화 02 – 715 - 0372 

수입원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83번지 한진전자타운 A동 701호 

주 의 사 항  

 1.소비자는 품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3.UTP케이블(RJ45), 전원공급장치(아답타)는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4.UTP케이블(RJ45), 전원공급장치(아답타)의 유상구입은 품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5.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6.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우편(퀵)을 통한 A/S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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