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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503A 중계기 설치 위치 선정
DIR-503A를 중계기(리피터) 모드로 설치하기전 설치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위치 선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디링크 고객센터 홈페이지(www.mydlink.co.kr)의 자주하는질문 게시판에서도
    자세한 설치 위치 선정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벤치비 속도측정 어플을 통한 설치 위치 선정 방법
1. 스마트폰에서 벤치비 속도측정 어플을 실행합니다.
※ 만약 벤치비 속도측정 어플이 없는경우 PLAY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벤치비”로
    검색 후 벤치비 속도측정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설치할 위치에서 속도측정을 합니다.

3. 다운로드 속도가 5Mbps 이상 나오면 그 위치의 콘센트에 DIR-503A를 연결합니다.

◎ WiFi Analyzer 어플을 통한 설치 위치 선정 방법
1. 스마트폰에서 Wifi Analyzer 어플을 실행합니다.
※ 만약 벤치비 속도측정 어플이 없는경우 PLAY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Wifi Analyzer”로 검색 후 Wifi Analyzer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설치할 위치에서 이미 설치되어있는 공유기의 무선 신호를 확인합니다.

3. 공유기의 무선 신호가 -65dBm 이하인 위치의 콘센트에 DIR-503A를 연결합니다.
※ -65dBm ~ -100dBm 사이의 신호는 약하므로 설치 위치를 옮기셔야 합니다.

디링크 원터치(D-Link One Touch) 어플 다운로드
1. 스마트폰의 PLAY 스토어에서“dlink one touch”로 검색합니다.
   또는 아래 QR 코드를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 아이폰용(iOS) 어플은 현재 준비중입니다.
    아이폰으로 설정시 뒷면 브라우저를 이용한 설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디링크 원터치 어플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합니다. 

※ 리피터 모드
이미 설치 되어 있는 무선 공유기의 신호를 DIR-503A가 수신하여 다시 그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보다 멀리 와이파이 신호가 증폭됩니다.

1. 콘센트에 연결한 DIR-503A의 LED 램프가 붉은색으로 깜빡이는지 확인합니다.
※ 리피터 설정은 꼭 기본 공유기 모드(붉은색 LED)에서 설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디링크 원터치 어플을 실행하기전 스마트폰이 현재 와이파이에 연결되어있다면
    연결되어있는 와이파이 로그를 삭제 후 디링크 원터치 어플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환경설정] - [Wi-Fi] 메뉴로 접속합니다.

중계기(리피터) 모드 설정하기

3.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이름을 길게 터치합니다.
    팝업 창이 뜨면“저장 안 함”을 터치하여 로그파일을 삭제합니다.

4. 스마트폰에서 디링크 원터치 어플을 실행합니다.

5. 어플이 실행되면 기본 설정 마법사를 터치합니다.

중계기(리피터) 모드 설정하기
6. 자동으로 DIR-503A의 와이파이 이름인 dlink-503a-z 가 검색됩니다.
    해당 이름을 터치합니다.

7. 선택된 제품의 모델이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해당 제품을 터치합니다.

8. DIR-503A 의 설정화면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합니다.
    최소 4자리 이상으로 입력합니다.

중계기(리피터) 모드 설정하기

9. 동작방식을“Repeater”로 선택하고 [다음] 을 터치합니다. 

10.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검색된 신호 중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터치합니다.

중계기(리피터) 모드 설정하기
11. 선택한 와이파이에 보안이 설정되어 있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보안키)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연결] 버튼을 터치합니다.

12.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와이파이 연결에 필요한 정보가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됩니다.

중계기(리피터) 모드 설정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