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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안전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ISP 약관 및 

규정확인 

■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약관 및 규정에 따라 제품의 성능 및 기능의 제약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원되는 

인터넷 환경 

■ 일반적인 환경이어야 하며, PPPoE, 유동IP, 고정IP, PPTP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내장형 모뎀과 외장형 모뎀 중 USB 모뎀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 유선으로 공유할 PC에는 유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선으로 공유할 PC에는 호환되는 규격의 무선랜카드가 필요합니다. 

전파혼신 가능성 주의 ■ 당해 무선 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하, 충격 주의 ■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물질 투입 금지 ■ 제품 내부에 금속류나 인화성 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분해 및 개조 금지 ■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적재 주의 ■ 본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파손,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 습기 등에 

노출 금지 

■ 제품을 물이나 액체에 접속하게 하지 마십시오. 물 등의 액체가 제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즉시 전원을 꺼줍시오. 화재 또는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학제 사용 금지 ■ 화학제 및 세척제로 제품의 표면을 닦으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열 및 통풍 주의 
■ 제품을 뜨거운 열이나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또한, 높은 온도에 장시간 보관  

  또는 방치하지 마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자석 및 자성 주의 
■ 제품을 강한 전자기장을 방출하는 기구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강한 자기장으로 제품의 성능 저하나 내부의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화재 주의 
■ 본 제품을 사용 도중 연기나 냄새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끄고 전원  

  어댑터를 제거한 후, A/S 를 받으십시오. 

영, 유아 사용 금지 
■ 영, 유아가 만지거나 밟지 않게 하시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 주십시오.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관리 

■ 플러그를 한꺼번에 여러 개 꽂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꽂아 주십시오. 

■ 사용 도중 임의로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 어댑터를 제거해 두십시오. 

■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 및 랜케이블을 뽑아 주십시오. 

 

■ 본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삼성전자(주)의 명시적인 서면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으로 복제되거나,  

  검색시스템에 저장 또는 도입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에 따라 삼성전자(주)로부터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권리 이외에, 이 설명서의 제공은 귀하에게 이러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Samsung Wireless Router, CY-SWR1100 은 삼성전자(주)의 등록제품입니다. 

 

■ Microsoft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은 Microsoft Corporation 의 등록상표입니다. 

  다른 회사명이나 제품명은 해당 회사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 삼성전자(주)는 본 제품의 규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나 구성물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별 사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사용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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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사양 
 

구분 항목 세부사항 

하드웨어 

사양 

CPU 500MHz MIPS 32bit (Ralink RT3662F) 

인터넷 포트 1 X 10/100/1000Mbps 자동감지 

이더넷 포트 4 X 10/100/1000Mbps 자동감지 

무선 802.11a/b/g/n (동시지원) 

USB 포트 1 개 

LED 램프 Power, Internet, 무선(2.4GHz/5GHz), WPS, LAN, USB 

DRAM / FLASH 64Mbytes / 8Mbytes 

크기 16.9cm(W) X 14.5cm(D) X 2.5cm(H) 

온도 ■ 동작온도 : 10 ~ 40℃ ■ 보관온도 : -20 ~ 45℃ 

전원 입력 : 100~240V, 50~60Hz / 출력 : DC12V, 2A 

소프트웨어 

지원사양 

NAT PNAT 

프로토콜 HTTP, DHCP, PPPoE, PPTP, L2TP 

QoS 
■ Rate Limitting, Rate Guarantee(Auto/Manual) 

■ WMM, Station-based QoS, Samsung Priority QoS 

관리 웹을 통한 설정화면 지원 

무선 연결 방법 One foot connection, Plug&Access, WPS(PBC/PIN) 

무선사양 

표준규격 IEEE 802.11a, IEEE 802.11b, IEEE 802.11g, IEEE 802.11n 

무선 주파수 범위 
■ 2.4GHz(2.4~2.4835) 

■ 5GHz(5.15~5.35, 5.47~5.85) 

무선 전송 속도 

■ IEEE 802.11b : 1, 2, 5.5, 11Mbps 

■ IEEE 802.11g : 6, 9, 12, 18, 24, 36, 48, 54Mbps 

■ IEEE 802.11a : 6, 9, 12, 18, 24, 36, 48, 54Mbps 

■ IEEE 802.11n : 최대 300Mbps(40MHz 채널간격 지원) 

무선 송신 출력 17dBm ± 2dB 

무선 변조 방식 
■ OFDM(BPSK, QPSK, 16QAM, 64QAM) 

■ DSSS(BPSK, DQPSK, CCK) 

무선 보안 

■ 64/128bit WEP 

■ WPA-PSK                 

■ WPA-EAP 

■ WPA2-PSK                

■ WPA2-EAP 

 

 
2. 구성품 
 

① CY-SWR1100(본체) ② 전원어댑터(12V, 2A) ③ 스탠드(받침대) 

④ 랜케이블(1.5m) ⑤ CD(설치마법사, 메뉴얼 외) ⑥ 설치가이드 

⑦ 제품보증서 ⑧ 벽 부착용 나사 세트  

제품 사양 및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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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면 > 

 

 
 

구분 표시내용 동작상태 내용 

POWER 전원 

켜짐 전원 켜짐. 

꺼짐 전원 꺼짐. 

INTERNET 인터넷 

켜짐 INTERNET 포트에 인터넷 회선이 연결됨. 

점멸 인터넷을 사용중임. 

꺼짐 
INTERNET 포트에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김. 

2.4GHz 2.4GHz 무선 

켜짐 2.4GHz 무선이 동작함. 

점멸 2.4GHz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 

꺼짐 2.4GHz 무선이 동작하지 않음. 

5GHz 5GHz 무선 

켜짐 5GHz 무선이 동작함. 

점멸 5GHz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 

꺼짐 5GHz 무선이 동작하지 않음. 

WPS-PBC 

버튼 

WPS-PBC 

버튼 

점멸 

(누름시 동작) 
WPS-PBC 방식으로 무선 연결중임.(약 2초간 누름) 

꺼짐 WPS 연결 대기중임. 

제품 외관 및 각 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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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면 > 

 

 
 

구분 기능 내용 

USB 포트 Plug & Access 
삼성 특화 기능으로 삼성 TV 와 Plug & Access 기능으로 무선연결을 

위해 USB 메모리를 장착하는 부분입니다. 

Ethernet PC 연결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컴퓨터 및 기타 유선 네트워크 장치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Internet 인터넷 회선 연결 인터넷 회선을 연결합니다. 

RESET 초기화 버튼 
공유기의 설정값을 모두 공장 초기값으로 변경합니다. 

공유기가 켜진 상태에서 약 10초간 누른 후 풀어줍니다.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 공유기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전원 연결부 전원 연결부 공유기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 공유기 초기화 

 공유기의 설정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공유기가 오동작할 경우, 

 RESET 버튼을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 설정값을 공장 초기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기 초기화 방법 

 공유기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RESET 버튼을 10초 동안 누른 후 풀어줍니다. 

 모든 램프가 꺼진 후, POWER 부터 순차적으로 켜지며, 45초 정도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램프가 켜집니다. 

 

■ 공유기 초기화 주의사항 

 RESET 버튼을 누르는 도구로는 핀셋이나 클립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볼펜/연필 등을 이용할 경우 잉크/흑연이 내부로 유입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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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이 전화선(혹은 유선케이블)으로 들어와 별도의 외장형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1.1. 구성도 

 
  1.2. 연결방법 설명 

   

    외장형모뎀, CY-SWR1100, 컴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아래의 설명과 같이 연결합니다. 

 

   1) 외장형모뎀의 [LAN(혹은 컴퓨터)] 포트와 CY-SWR1100 의 [Internet] 포트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CY-SWR1100 의 [Ethernet] 포트에 랜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 연결할 Ethernet 포트는 1, 2, 3, 4 번호와는 관계없이 비어있는 곳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 CY-SWR1100 은 랜케이블 1개(1.5m) 만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2대 이상이거나 1.5m 이상의 거리를 연결하시려면 랜케이블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3) 외장형모뎀의 전원을 켜고 3분 정도 기다립니다. 

   4) CY-SWR1100 의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스위치를 켠 후, 3분 정도 기다립니다. 

   5) 컴퓨터를 부팅하여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6) 무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단말기(노트북 등)에서 무선기능을 활성화하여 무선연결 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무선연결 방법은 각 단말기(노트북 등)의 메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Y-SWR1100 은 기본값이 유동IP 인터넷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PPPoE, PPTP, 고정IP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맞게 별도의 설정을 하신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유동IP 서비스인 경우에도 ISP 에서 "MAC 주소 제어" 를 하는 경우에는 CY-SWR1100 

   의 기능 중에 [MAC주소 복사] 기능을 적용한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케이블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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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댁내의 벽에 부착된 통신(데이터) 단자와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2.1. 구성도 

 
  2.2. 연결방법 설명 

 

    CY-SWR1100, 컴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아래의 설명과 같이 연결합니다. 

 

   1) 벽에 부착된 통신단자와 CY-SWR1100 의 [Internet] 포트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CY-SWR1100 의 [Ethernet] 포트에 랜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 연결할 Ethernet 포트는 1, 2, 3, 4 번호와는 관계없이 비어있는 곳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 CY-SWR1100 은 랜케이블 1개(1.5m) 만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2대 이상이거나 1.5m 이상의 거리를 연결하시려면 랜케이블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3) CY-SWR1100 의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켠 후, 1분 정도 기다립니다. 

   4) 컴퓨터를 부팅하여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5) 무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단말기(노트북 등)에서 무선기능을 활성화하여 무선연결 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무선연결 방법은 각 단말기(노트북 등)의 메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Y-SWR1100 은 기본값이 유동IP 인터넷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PPPoE, PPTP, 고정IP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맞게 별도의 설정을 하신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유동IP 서비스인 경우에도 통신사에서 "MAC 주소 제어" 를 하는 경우에는 

   CY-SWR1100의 기능 중에 [PC의 MAC주소 복사] 기능을 적용한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케이블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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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과정으로 PC가 IP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 혹은 설정합니다. 
 

  

① 윈도우 [제어판] 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 을 

   클릭합니다. 

② [로컬 영역 연결]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③ [속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를 더블클릭합니다. 

 

⑤ 왼쪽 화면과 같이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 창에서 

   

    자동으로 IP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PC 의 기본 환경설정 확인하기 (Windows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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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공유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확인한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창에서 

상단에 있는 [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값이 아래와 같이 표시되면 정상입니다. 

 

■ IP주소 : 192.168.0.100 ~ 192.168.0.199 

■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0.1 

 

① 상기 기준과 같이 표시될 경우 

  CY-SWR1100 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CY-SWR1100 의 설정화면 접속이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값으로 표시될 경우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 IP주소 정보가 

  위 기준값으로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도 정상적인 IP정보를 받아오지 못한 경우 

 

1. CY-SWR1100이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CY-SWR1100 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CY-SWR1100 의 램프(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CY-SWR1100 의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이용하여 초기화합니다. 

  ▶ CY-SWR1100 이 켜진 상태에서 RESET 버튼을 10초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2. CY-SWR1100의 [Ethernet]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의 양끝에 있는 결합부 

  (RJ-45잭)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부(RJ-45잭) 를 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3. CY-SWR1100의 [Ethernet]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이 불량일 수 있습니다. 

  ▶ 사용된 랜케이블을 다른 것으로 교체합니다. 

 

4. 컴퓨터에 장착 혹은 내장된 랜카드가 고장일 수 있습니다. 

  ▶ 컴퓨터의 랜카드를 수리 혹은 교체합니다. 

PC 의 기본 환경설정 확인하기 (Windows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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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과정으로 PC가 IP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 혹은 설정합니다. 
 

  

① [제어판] 에 있는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보기] 를 

 클릭합니다. 

② 좌측 메뉴의 [네트워크 연결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노트북처럼 유선과 무선이 동시에 

지원되는 컴퓨터의 경우, 왼쪽과 같이 

 

  "로컬 영역 연결" (유선) 

  "무선 네트워크 연결" (무선) 

을 표시하는 2개의 아이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본 설정방법을 참고하여 자동으로  

IP주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③ [로컬 영역 연결]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④ 위와 같이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창이 뜨면 

   [속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 를 

   더블클릭합니다. 

 

PC 의 기본 환경설정 확인하기 (Windows V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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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왼쪽 화면과 같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 속성" 창에서 

   

   - 자동으로 IP주소 받기 

   -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컴퓨터가 공유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확인한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창에서 

[자세히]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값이 아래와 같이 표시되면 정상입니다. 
 
■ IPv4 주소 : 192.168.0.100 ~ 192.168.0.199 

■ IPv4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 IPv4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0.1 

 

상기 기준과 같이 표시될 경우 

CY-SWR1100 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CY-SWR1100 의 설정화면 접속이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VISTA상의 [진단] 버튼을 클릭하여도 정상적인 IP정보를 받아오지 못한 경우 

 

1. CY-SWR1100 이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CY-SWR1100 의 전원과 램프(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CY-SWR1100 의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이용하여 초기화합니다. 

  ▶ CY-SWR1100 이 켜진 상태에서 RESET 버튼을 10초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2. CY-SWR1100의 [Ethernet]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의 양끝에 있는 결합부 

  (RJ-45잭)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부(RJ-45잭) 를 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넣습니다. 

 

3. CY-SWR1100의 [Ethernet]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 혹은 랜카드가 

  불량일 수 있습니다. 

  ▶ 사용된 랜케이블 혹은 랜카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합니다. 

PC 의 기본 환경설정 확인하기 (Windows V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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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과정으로 PC가 IP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 혹은 설정합니다. 
 

  

①  [제어판]에 있는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보기] 

  를 클릭합니다. 

② 좌측 메뉴의 [어댑터 설정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노트북처럼 유선과 무선이 동시에 

지원되는 컴퓨터의 경우, 왼쪽과 같이 

 

  "로컬 영역 연결" (유선) 

  "무선 네트워크 연결" (무선) 

을 표시하는 2개의 아이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본 설정방법을 참고하여 자동으로 

IP주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③ [로컬 영역 연결]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④ 위와 같이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창이 뜨면 

   [속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 를 

   더블클릭합니다. 

 

PC 의 기본 환경설정 확인하기 (Window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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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왼쪽 화면과 같이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 속성" 창에서 

   

   - 자동으로 IP주소 받기 

   -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공유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확인한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창에서 

[자세히]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값이 아래와 같이 표시되면 정상입니다. 
 
■ IPv4 주소 : 192.168.0.100 ~ 192.168.0.199 

■ IPv4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 IPv4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0.1 

 

상기 기준과 같이 표시될 경우 

CY-SWR1100 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CY-SWR1100 의 설정화면 접속이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7상의 [진단] 버튼을 클릭하여도 정상적인 IP정보를 받아오지 못한 경우 

 

1. CY-SWR1100 이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CY-SWR1100 의 전원과 램프(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CY-SWR1100 의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이용하여 초기화합니다. 

  ▶ CY-SWR1100 이 켜진 상태에서 RESET 버튼을 10초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2. CY-SWR1100의 [Ethernet]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의 양끝에 있는 결합부 

  (RJ-45)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부(RJ-45) 를 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넣습니다. 

 

3. CY-SWR1100의 [Ethernet]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 혹은 랜카드가 

  불량일 수 있습니다. 

  ▶ 사용된 랜케이블 혹은 랜카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합니다. 

PC 의 기본 환경설정 확인하기 (Window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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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SWR1100 의 설정값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Ethernet 포트에 유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아래의 과정으로 접속하여 주십시오. 

 

 무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경우, 설정값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선 연결이 끊어지며 

이로 인하여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② 현재 입력된 인터넷 주소는 모두 삭제합니다. 

  

  

③ 주소 입력란에 

  192.168.0.1 (혹은 http://192.168.0.1)을 입력하고    

  이동 혹은 엔터키를 입력합니다. 

④ 공유기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이름은 "admin" 을 입력하고, 

   - 비밀번호는 공란으로 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언어 선택 : 한국어, 영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기에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은 경우. 

 

1. CY-SWR1100 와 컴퓨터간의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케이블 연결(7, 8 페이지) 과 PC의 환경설정 확인하기(9~14 페이지)기 참고하셔서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 혹은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2. 공유기가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 CY-SWR1100 를 초기화하신 후, 다시 설정화면 접속을 시도합니다. 

  ▶ 초기화 방법 : CY-SWR1100 이 켜진 상태에서 뒷면의 RESET 버튼을 10초 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주십시오. 

CY-SWR1100 설정화면 접속하기 

http://192.1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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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SWR1100 의 기본 설정된 인터넷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 중에 FTTH, 광랜, VDSL, 지역 케이블 인터넷 등이 본 방식에 해당됩니다. 

 
※ 메뉴이동(공통) : [기본 설정] - [인터넷 설정] 메뉴로 이동하고 [인터넷 연결 직접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인터넷 서비스 방식을 [유동 IP 방식(DHCP)]으로 선택합니다. 

 

 
 

② [MAC 주소 복사] 버튼을 클릭한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 [인터넷 설정] : 인터넷 기본 설정하기(유동 IP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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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L 인터넷 서비스 중 수동 인증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 수동인증 : 별도의 접속프로그램이나 윈도우상의 광대역 연결을 이용하여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과정을 진행한 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① 인터넷 서비스 방식을 [PPPoE 방식(DSL)] 로 선택합니다. 

 

 
 

② 아래에 표시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란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  

   접속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연결 방법 (PPPoE 방식은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이 끊어집니다.) 

   각 연결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 화면상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본 설정] - [인터넷 설정] : 인터넷 기본 설정하기(PPPo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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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IP 인터넷 서비스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본 방식을 선택합니다. 
 
① 인터넷 서비스 방식을 [고정 IP 방식] 으로 선택합니다. 

 

 
 

② 아래에 표시된 항목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할당받은 

  IP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주소를 모두 직접 입력한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PPTP/L2TP 서비스는 VPN 서비스 방식의 종류입니다.  

 

 

 왼쪽의 화면과 같이 입력해야 할 항목이 

표시됩니다. 

 

①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네트워크 관리자로 

  부터 할당받은 IP주소 정보 및 사용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 

  니다. 

 

② 재연결 방법 

  - 스케줄 : 지정한 스케줄에 따라 서버와  

           연결합니다.(기본값 : 항상연결) 

  - 요청시 연결 : 인터넷을 다시 사용할 때,   

           자동으로 서버와 접속합니다. 

  - 수동 연결 : 서버와 접속할 때마다 설정 

           화면으로 접속하여 직접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 설정] - [인터넷 설정] : 인터넷 기본 설정하기(고정 IP 및 PPTP, L2TP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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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을 위한 무선설정 및 무선보안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 메뉴이동(공통) : [기본 설정] - [무선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직접 무선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제품은 듀얼밴드를 지원하는 유무선공유기로 무선설정이 2.4GHz 와 5GHz 설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 5GHz 무선은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장치(단말기) 역시 5GHz 무선을 지원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보안은 두 가지 무선 모두 설정방법이 동일합니다.(*22 페이지 : 무선 보안 설정 방법) 

 

■ 2.4GHz 무선항목 및 설정 

 

 

[기본 설정] - [무선 설정] : 수동 무선 설정하기 (2.4GHz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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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선 사용 : 체크시 2.4GHz 무선이 동작합니다. (해제시, 2.4GHz 무선과 함께 2.4GHz 램프도 꺼집니다.) 

   - 스케줄을 지정할 경우, 지정된 시간에만 무선이 동작하게 됩니다.(기본값 : 항상) 

   - 원하는 스케줄 목록이 없을 경우, [관리 도구]-[스케줄 등록 관리] 에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무선 네트워크 이름 : 노트북이나 TV 에서 2.4GHz 무선 신호를 검색할 때 보이는 이름입니다. 

    SSID 라고도 하며, 영문, 숫자 및 특수문자(일부 문자는 제한)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 SWR1100) 

 

③ 자동 채널 선택 : 공유기가 자동으로 최적의 채널 검색하여 설정합니다. 

 

④ 무선 채널 : 자동 채널 선택 항목에 체크 해제시 활성화되며 무선채널을 1~13번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전송율 : 공유기가 무선신호의 품질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송율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고정값) 

 

⑥ 무선 방식 : 사용할 무선 방식(규격)을 선택합니다. 

 

선택값 동작방식 

802.11b only 802.11b 를 지원하는 장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1g only 802.11g 를 지원하는 장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1n only 802.11n 을 지원하는 장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1 Mixed(g/b) 802.11b 를 지원하는 장치와 802.11g 를 지원하는 장치를 동시에 연결합니다. 

802.11 Mixed(n/g/b) 
802.11b 를 지원하는 장치, 802.11g 를 지원하는 장치, 802.11n 을 지원하는 장치 

를 모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⑦ 채널간격 : 1개의 채널이 사용할 채널폭을 선택합니다. (기본값 : 20MHz) 

   ※ 802.11n 무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0/40MHz(자동연결)' 을 선택합니다. 

   ※ 20/40MHz 선택시, Wi-Fi 규정에 의하여 채널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40MHz 로 동작하고 

     채널간섭이 발생할 경우 20MHz 로 동작하게 됩니다. 

 

⑧ WMM 사용 : 무선 송수신의 지연율과 오차를 조절하여 무선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고정값) 

 

⑨ 삼성 특화 기능(Priority QoS) : 삼성의 특화 기능으로, 삼성 TV/BDP 를 비롯하여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동시에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때, 삼성 TV/BDP 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가장 먼저 

                전송함으로써 고화질 영상이 더욱 원활하게 재생되도록 합니다. 

 

⑩ 무선 이름 숨김 : 무선장치에서 무선 검색시, 공유기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 가 검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허용되지 않은 외부 사용자의 무단 접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도 노트북(기타 무선단말)에서 무선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무선보안 설정방법은 2.4GHz 와 5GHz 무선이 동일합니다. 

다음 장(22 페이지 : 무선 보안 설정)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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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Hz 무선항목 및 설정 
 

 
 

① 무선 사용 : 체크시 5GHz 무선이 동작합니다. (해제시 : 5GHz 무선과 함께 5GHz 램프도 꺼집니다.) 

   - 스케줄을 지정할 경우, 지정된 시간에만 무선이 동작하게 됩니다.(기본값 : 항상) 

   - 원하는 스케줄 목록이 없을 경우, [관리 도구]-[스케줄 등록 관리] 에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무선 네트워크 이름 : 노트북이나 TV 에서 5GHz 무선 신호를 검색할 때 보이는 이름입니다. 

    SSID 라고도 하며, 영문, 숫자 및 특수문자(일부 문자는 제한)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 SWR1100_media) 

 
③ 자동 채널 선택 : 공유기가 자동으로 최적의 채널 검색하여 설정합니다. 
 
④ 무선 채널 : 자동 채널 선택 항목에 체크 해제시 활성화되며 무선채널을 36~161번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전송율 : 공유기가 무선신호의 품질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송율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고정값) 
 
⑥ 무선 방식 : 사용할 무선 방식(규격)을 선택합니다. 

선택값 동작방식 

802.11a only 802.11a 를 지원하는 장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1n only 802.11n 을 지원하는 장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1 Mixed(a/n) 802.11a 를 지원하는 장치와 802.11n 를 지원하는 장치를 동시에 연결합니다. 

 
⑦ 채널간격 : 1개의 채널이 사용할 채널폭을 선택합니다. (기본값 : 20/40MHz) 
 
⑧ WMM 사용 : 무선 송수신의 지연율과 오차를 조절하여 무선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고정값) 
 
⑨ 삼성 특화 기능(Priority QoS) : 삼성의 특화 기능으로, 삼성 TV/BDP 를 비롯하여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동시에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때, 삼성 TV/BDP 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가장 먼저 

                전송함으로써 고화질 영상이 더욱 원활하게 재생되도록 합니다. 

 

⑩ 무선 이름 숨김 : 무선장치에서 무선 검색시, 공유기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 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 - [무선 설정] : 수동 무선 설정하기 (5GHz 무선) 



Samsung Wireless Router                                                  

 

페이지 21 / 69 

 

 
 

안전한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해 무선보안을 설정하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본값 : 무선 보안 없음) 

 

1. WPA/WPA2 무선보안 

 

① 보안모드를 "WPA/WPA2 무선보안 사용" 으로 선택합니다. 

 

 
 

② "네트워크 키" 란에 사용할 무선보안키(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하신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암호화 방식 : TKIP 과 AES 인증방식이 있으며, 기본값은 무선장치(단말기)에 따라 자동 선택됩니다. 

    ※ 802.11n 은 표준이 AES 방식만 지원합니다. TKIP 으로 해도 연결은 되지만, 무선속도가 저하됩니다. 

 

  ● PSK/EAP : 개인 용도로는 PSK(기본값) 로 사용합니다. EAP 는 별도의 RADIUS 인증서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안방식으로 해당 RADIUS 서버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EAP 선택시에는 

      오른쪽과 같이 RADIUS 서버  

      정보(IP주소, 포트번호) 를 

      입력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 네트워크 키 : 무선 접속시 실제 사용되는 보안키(네트워크 암호)입니다. 

     - 특수 문자를 제외한 영문/숫자로 입력하실 경우 → 8 ~ 63자리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16진수(*숫자 : 0~9  *영문 : A~F/a~f) 내에서 입력하실 경우 → 8 ~ 64자리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 [무선 설정] : 무선 보안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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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WEP 무선보안 

  WEP 방식은 보안수준이 낮기 때문에 WPA/WPA2 방식을 권장드리지만, 연결하고자 하는 장치가 WEP 

 방식만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① 보안모드를 "WEP 무선보안 사용" 으로 선택합니다. 

 
 

② "WEP 키" 란에 사용할 무선 보안키(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하신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 : Open system 과 Shared Key 라는 두가지 인증방식이 있으나, Open system 만 지원됩니다. 
 
 ● WEP 암호화 : 64Bit 와 128Bit 를 지원하며 선택값에 따라 WEP 키를 지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기본 WEP 키 :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WEP Key 입니다. 
 
 ● WEP 키 : 무선 연결시 사용할 무선 보안키(네트워크 암호)를 아래 내용을 참고로 설정합니다. 

구분 문자를 포함할 경우(ASCII) 16진수를 이용할 경우(HEX) 

WEP 암호화 64Bit 선택시 5 자리 10 자리 

WEP 암호화 128Bit 선택시 13 자리 26 자리 

   ※16진수 : 사용할 수 있는 숫자(0 ~ 9), 영문(A ~ F, a ~ f) 를 의미합니다. 

 

 

 

입력 예시,  

 

1. 64Bit 선택시 5자리(ASCII 코드) 로 입력할 경우 

  - 'ghi12' 와 같이 숫자와 모든 영문(A ~ Z, a ~ z)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64Bit 선택시 16자리(HEX 코드) 로 입력할 경우 

  - '01234abcde' 와 같이 16진수 기준내의 숫자와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 [무선 설정] : 무선 보안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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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에 연결되는 내부 네트워크와 관련된 항목을 설정합니다. 
 
※ 메뉴이동 : [기본 설정]-[내부 네트워크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공유기 IP 주소 설정 

 

 
 

● 공유기 IP 주소 : 공유기의 IP주소이며,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 25 페이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본 서브넷 마스크 : 내부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 값입니다. 
 
● 호스트 이름 :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공유기의 이름으로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란'samsungrouter' 혹은 

'http://samsungrouter' 라고만 입력하여도 공유기 설정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로컬 도메인 이름 :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선택사항) 
 
● DNS 주소 관리 사용 : 체크시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공유기를 DNS 서버로 이용하게 됩니다. 

 

[기본 설정] - [내부 네트워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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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IP 주소 변경 예시  

본 값을 192.168.10.1 로 변경할 경우 

 

① 공유기 설정화면 접속주소가 192.168.10.1 로 바뀌게 됩니다. 

②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IP주소가 192.168.10.XXX 로 바뀝니다. 

③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192.168.10.1 로 바뀝니다. 

 

공유기 IP 주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 회선이 192.168.0.XXX 대역의 주소를 이미 사용중인 환경에 본 공유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공유기 IP주소' 를 다른 대역(예, 192.168.10.1 / 192.168.20.1 / ...)으로 변경한 후, 

연결하여야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HCP 서버 설정 및 목록 

 

 
 

  ● DHCP 서버 사용 : IP주소 정보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DHCP 서버)의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DHCP IP 주소 범위 : 자동으로 할당할 IP주소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 IP 주소 임대시간 : 할당한 IP주소의 사용 가능 시간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IP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HCP 예약 할당 목록 :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 중에서 IP주소를 고정값으로 사용하도록 등록한 컴퓨터를  

     표시합니다. 본 목록에 등록하시려면 '고정으로 IP주소 할당(*26 페이지 설명)' 항목에서 사용할 컴퓨터 

     를 등록합니다. 

 

  ● 자동으로 IP주소를 할당받은 장치 :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 중에서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은 컴퓨터를 

     표시합니다. 

[기본 설정] - [내부 네트워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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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으로 IP주소를 할당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 중에서 IP주소를 고정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등록합니다. 

   ※ 최대 25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컴퓨터 이름' 에서 등록할 컴퓨터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 컴퓨터 이름 / IP 주소 / MAC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리스트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필요에 따라, IP주소를 변경하여 주십시오. 

 

 

 

 

 

 

 

 

 

 

 

 

 

 

 

 

 

 

 

 

 

 

 

 

 

[기본 설정] - [내부 네트워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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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인터넷 사용자가 공유기의 내부(Ethernet 포트)에 연결된 서버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운영하고자 하는 서버가 1개의 포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합니다.(예, 웹서버, FTP 서버 등) 

※ 여러 개의 포트번호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트포워딩] 설정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① 규칙 이름 :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을 선택한 경우에는 포트번호/프로토콜이 프로그램의 

             표준값으로 자동입력됩니다. 

 ● 기본 입력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TELNET HTTP HTTPS FTP 

DNS SMTP POP3 H.323 

REMOTE DESKTOP PPTP L2TP  

 

② 포트번호(외부/내부) :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 외부 : 외부 접속자가 내부 서버로 접속할 때 사용해야 하는 포트번호입니다. 

   - 내부 :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포트번호입니다. 

 

 

포트번호 입력 예시,  

웹서버(표준 포트번호 : 80번)를 운영하고자 하나 통신사에서 80번 포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어 외부 접속시 8080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외부 : 8080  /  내부 : 80 

 

으로 지정하면, 외부 사용자가 접속할 때, http://(공인IP주소):8080 이라고 입력하면  

내부 웹서버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③ 프로토콜 :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TCP/UDP/모두  *'모두'는 'TCP+UDP' 입니다.) 
 
④ IP 주소 : '컴퓨터 이름'에서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컴퓨터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⑤ 스케줄/수신 필터 : 해당 규칙에 적용할 스케줄 및 수신필터를 선택합니다. 
   ※ 스케줄이나 수신필터는 [스케줄 등록 관리] 나 [수신필터] 메뉴에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 [가상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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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 

 

192.168.0.10 이라는 IP주소를 가진 컴퓨터를 FTP 서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① [응용프로그램]에서 'FTP'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IP 주소]에 컴퓨터의 IP주소인 '192.168.0.10' 을 입력합니다. 

③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 외부에서 FTP서버로 접속할 경우 본 인터넷 회선의 공인IP주소를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 공인IP주소 확인방법 

   - 상단의 [시스템 상태] 메뉴를 클릭하고 왼쪽에서 [시스템 정보] 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연결 상태' 영역에 있는 IP주소가 공인IP주소 입니다. 

 

 

<주의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한 포트번호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 설정] - [가상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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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의 컴퓨터에 대해 여러 개의 포트번호를 동시에 열어주는 기능으로 게임서버등에 적합한 설정입니다. 

 

 
 

① 규칙이름 : '응용프로그램' 목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응용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포트번호/프로토콜이 해당 프로그램의 

             표준값으로 자동입력됩니다. 

 

② 포트번호(TCP/UDP) :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 TCP :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TC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 UDP :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UD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번호 입력 예시,  

 

● 여러 개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 '6112,6114' 와 같이 ',' 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 범위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 '6112-6114' 와 같이 '-' 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③ IP 주소 : '컴퓨터 이름'에서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컴퓨터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스케줄/수신 필터 : 해당 규칙에 적용할 스케줄 및 수신필터를 선택합니다. 

   ※ 스케줄이나 수신필터는 [스케줄 등록 관리] 나 [수신필터] 메뉴에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모든 설정을 재확인하고 왼쪽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 [포트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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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 

 

192.168.0.10 이라는 IP주소를 가진 PC에 Warcraft III 베틀넷을 위한 방화벽을 해제할 경우 

 

 
 

① [응용프로그램] 에서 'Warcraft III' 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IP 주소]에 '192.168.0.10' 을 입력합니다. 

3) 왼쪽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한 포트번호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 설정] - [포트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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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서버와 포트 포워딩이 지정한 컴퓨터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해제 기능인 반면, “응용프로그램 규칙”은 해당 

서비스를 먼저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지정한 수신포트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① 규칙이름 : '응용프로그램' 목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응용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포트번호/프로토콜이 해당 프로그램의 

             표준값으로 자동입력됩니다. 

 

② 포트번호(송신포트/수신포트) :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 송신포트 : 응용프로그램이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신포트 : 응용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 사용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VoIP(인터넷 전화)와 같은 서비스가 송신포트와 수신포트가 다르며, 이와 관련한 

포트번호의 정보는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여러 개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 '6112,6114' 와 같이 ',' 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 범위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 '6112-6114' 와 같이 '-' 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③ 프로토콜 :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TCP/UDP/모두  *'모두'는 TCP+UDP 입니다.) 

 

④ 스케줄 : 해당 규칙에 적용할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 스케줄은 [스케줄 등록 관리] 메뉴에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모든 설정을 재확인하고 왼쪽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 [응용프로그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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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설정은 최대 전송 속도를 제한하거나 데이터 전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 업로드 속도/다운로드 속도 제어 

  각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합니다.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 중에서 특정 컴퓨터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P2P 파일전송 등)으로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QoS 사용 : QoS 기능의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체크시 : 사용) 

 

 ② 업로드/다운로드 속도 : 제한할 최대 속도를 선택 혹은 입력합니다. 각각의 컴퓨터는 제한된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 선택값 : 128kbps / 256kbps / 384kbps / 512kbps / 1Mbps / 2Mbps 

    ● 직접 입력시 : 1Mbps(메가)는 1024kbps 입니다. 10Mbps(메가) 속도로 제한하시려면 10240kbps 

                    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고급 설정] - [Qo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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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 동작 방식(고정 우선 순위) 
 앞서 지정한 업로드/다운로드 속도 범위 이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등록한 QoS 규칙을 기반으로 내부 컴퓨터에서 외부(원격지)로 보내는 데이터를 지정된 순서로 전송합니다. 

 

 
 

■ QoS 동작 방식(가중치 부여) 

 앞서 지정한 업로드/다운로드 속도 범위 이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대역폭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등록한 QoS 규칙을 기반으로 내부 컴퓨터에서 외부로 보내는 데이터를 지정한 속도로 전송합니다.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를 10Mbps(메가) 로 제한하였을 경우 QoS 동작방식의 이해 

 

● 고정 우선 순위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정한 데이터를 

   가장 먼저 전송하게 됩니다. 

● 가중치 부여 방식(상기 가중치를 예로 들어)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10Mbps(메가) 의 속도를 가중치 

   비율로 나누어 '최우선' 으로 지정한 데이터는 4Mbps(메가) 의 속도로 전송합니다. 

[고급 설정] - [Qo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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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 규칙 

 

 
 

 ① 규칙 이름 : 규칙에 사용할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② 우선 : 본 규칙에 적용할 우선순위를 선택합니다. 

 

 ③ 프로토콜 : 데이터 전송에 사용할 프로토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TCP, UDP, 모두) 

 

 ④ 사용할 포트번호 :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로컬 IP주소 범위 :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IP주소 혹은 IP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⑥ 원격지 IP주소 범위 : 데이터를 전송할 인터넷상의 IP주소 혹은 IP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고급 설정] - [Qo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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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주소를 등록하여 해당 컴퓨터의 공유기 접속 및 인터넷접속을 허용 혹은 차단합니다. 
 

 
 

① 네트워크 필터 방법 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 MAC 필터 사용안함 :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관계없이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 : 리스트에 등록한 컴퓨터만 설정화면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컴퓨터의 접속을 차단 : 리스트에 등록된 컴퓨터는 설정화면 및 인터넷 접속이 차단됩니다. 

 

② DHCP 장치목록(컴퓨터 이름) 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 목록에는 고정IP주소를 사용한 컴퓨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고정IP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MAC 주소' 를 직접 입력합니다. 

 

③ 스케줄 : 등록한 규칙을 적용할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 [스케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줄 규칙을 추가하신 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의 MAC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1. 윈도우의 도스창을 실행합니다. 

  ① 키보드에서  와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② 입력창이 뜨면 "cmd" 라고 입력 후,  

    [확인] 합니다. 

 

2. 현재의 위치에서 명령어 "ipconfig/all" 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3. 왼쪽과 같은 정보가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 이 정보 중 "Physical Address" 라고  

    표시된 값이 "MAC 주소" 입니다. 

[고급 설정] - [네트워크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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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 

“00-1B-FC-XX-XX-XX” 라는 MAC주소를 가진 컴퓨터의 인터넷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① 네트워크 필터 방법에서 "등록된 컴퓨터의 접속을 차단" 을 선택합니다. 

 

② DHCP 장치 목록(컴퓨터 이름)에서 해당 컴퓨터를 선택하거나 MAC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③ 왼쪽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MAC 주소를 직접 입력할 경우 

 

설명대로 컴퓨터에서 MAC 주소를 확인하면 '00-00-00-00-00-00' 식으로 표시되지만 

이를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00:00:00:00:00:00' 식으로 콜론(:)을 사용하여 구분 입력합니다. 

 

영문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급 설정] - [네트워크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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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혹은 특정 사이트 접속, 특정 포트번호의 접속등을 제어하는 규칙을 만들고 적용합니다. 

본 기능은 마법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① '접속 제어 사용' 에 체크하고 [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 [접속 제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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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할 규칙 이름을 임의로 지정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적용할 스케줄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스케줄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도구]-[스케줄 등록 관리] 메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 혹은 직접 등록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 방법 

     ● IP : 컴퓨터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 MAC : 컴퓨터의 MAC 주소를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 기타장치 : IP 주소나 MAC 주소 이외의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장치를 등록합니다. 

 

  ※ 등록된 장치를 수정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 [접속 제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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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접속을 제어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로그 접속 기록 : 인터넷 사용은 가능하며, 공유기의 중요한 동작기록만 볼 수 없도록 합니다. 

  ● 모든 접속 차단 :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합니다. 

  ● 일부 접속 차단 : 네트워크 필터 규칙을 적용하거나 지정한 포트/외부IP주소로 접속을 차단합니다. 

 

  ※ '로그 접속 기록' 혹은 '모든 접속 차단' 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 '일부 접속 차단' 을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마법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⑦ 제어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웹사이트 필터 적용 : [고급 설정]-[웹사이트 필터] 에 등록해 놓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 포트번호 규칙 추가 :  

   본 항목에 체크할 경우, 오른쪽 화면과  

   같이 설정화면이 나타나며,  

   목적지의 IP주소와 포트번호를 등록하여  

   해당 사이트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합니다. 

 

 

 
 

[고급 설정] - [접속 제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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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로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 내용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아래와 같이 '규칙 목록' 란에 해당 규칙이 등록됩니다. 

 
 

 

※ 등록된 규칙을 수정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 [접속 제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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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주소(URL)이나 주소에 포함되는 단어를 등록하고 등록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어합니다. 

※ 본 기능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기능이 아니며, [접속 제어 규칙] 상에서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① 웹사이트 필터 방식을 선택합니다. 

  ● 등록된 웹사이트만 접속을 허용 :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등록한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웹사이트만 접속을 차단 :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등록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됩니다. 

 

② 웹사이트 주소 혹은 주소에 들어가는 단어를 등록합니다. 

 

 

등록 예시 

 

● www.abc.co.kr 등록시 

   www.abc.co.kr 접속만 제어되고, www.abc.com 혹은 www.abc.net 으로의 접속은 

   제어되지 않습니다. 

 

● abc 등록시 

   www.abc.co.kr / www.abc.com / www.abc.net 등 주소에 'abc' 가 들어가는 모든  

   사이트 접속을 제어합니다. 

 

③ 설정을 완료한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 [웹사이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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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외부의 IP 주소를 가진 사용자가 내부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을 제어(허용 또는 차단) 합니다. 

※ 본 기능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기능이 아니며, 지정한 규칙을 [가상 서버], [포트포워딩] 기능에 있는 

  '수신 필터' 항목에서 선택해 주어야 동작합니다. 

 

 
 
① 규칙 이름 : 사용할 규칙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② 동작 방법 : 지정할 IP주소의 접속을 허용 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원격지 IP 주소 범위 : 지정할 외부의 IP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 1개의 규칙마다 8개까지의 IP주소 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각 항목을 모두 입력 혹은 지정하신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됩니다. 

 

 
 

※ 등록된 규칙를 수정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적용 예시> 

 

오른쪽 화면과 같이 [가상서버], [포트포워딩] 

규칙에 있는 '수신 필터' 항목에 만든 규칙이 

표시되어 선택/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 [수신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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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는 네트워크 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으로 안전한 

반면, 일부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P2P 파일전송/베틀넷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1. SPI 기능 사용 

  공유기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검사하여 해킹 등의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송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2. 방화벽 해제 설정 

  앞서 설명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지정한 IP주소)에 대해 공유기 방화벽을 해제합니다. 

  ① '방화벽 해제 사용' 에 체크합니다. 

  ② '적용할 IP주소' 에 해당 컴퓨터의 IP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컴퓨터 이름' 에서 선택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방화벽 해제(DMZ 기능) 

 

공유기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할지라도 

본 방화벽 해제 기능은 단 1대의 컴퓨터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 컴퓨터의 IP주소가 변경되면, 방화벽 해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으로 

본 기능을 적용할 컴퓨터의 IP주소는 고정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급 설정] - [방화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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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컴퓨터에서 외부의 특정 목적지로 보내야 하는 데이터가 통과해야 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① 장치 : 공유기의 Internet 포트를 의미합니다. 

 

② 목적지 : 데이터가 전송될 최종 목적지 IP주소를 입력합니다. 

 

③ 서브넷 마스크 : 목적지 IP주소에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 값을 입력합니다. 

 

④ 게이트웨이 : 외부 회선이 연결된 다음 라우터 장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고급 설정] - [고정 경로(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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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과 관련된 특수 항목으로 본 설정을 변경하면 무선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본값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며, 일부 설정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유기를 초기화 하시면 기본값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① 전송출력 : 무선의 신호강도를 4단계로 조절합니다. (기본값 : 100%) 

 

② 비컨주기 : 비컨은 공유기에서 보내는 패킷과 무선장치에서 받는 패킷을 동기화 시키는 신호입니다. 

             비컨 간격은 20 ~ 1000 사이의 숫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값 : 100ms) 

 

③ RTS 한계치 : 무선은 지정한 크기 이상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때, 공유기와 무선 단말기간에 RTS 와  

             CTS 라는 신호를 주고받아 상호간 데이터 전송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④ 프레그멘테이션 : 한번에 전송하는 무선 데이터 패킷 크기를 의미합니다. 

 

⑤ DTIM 주기 : DTIM 은 공유기가 무선 장치로 보낼 데이터가 있을 경우 알려주는 신호로, 무선 장치의  

             대기상태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정한 숫자만큼의 Beacon 신호마다 1개의 DTIM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⑥ 프리엠블 방식 : 공유기와 무선 장치간에 오류 검증을 위해 사용할 신호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⑦ 짧은 가드 간격 : 무선 전송 전 상호간의 연결을 확인하는 데이터(신호) 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고급 설정] - [무선 고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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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기능은 PIN 코드나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무선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본 기능은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장치에서도 WPS 기능을 지원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여부 : WPS 기능의 동작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 해제시 WPS 기능이 꺼지면서 공유기의 WPS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② WPS 설정 : 현재의 무선이 WPS 기능을 이용하여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③ PIN : 현재 공유기의 PIN 코드값을 표시합니다. 

  ● PIN 코드 초기화 : PIN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초기값으로 되돌립니다. 

  ● 새로운 PIN 코드 생성 : 사용할 다른 PIN 코드를 만듭니다. 

     ※ 새로운 PIN 코드 생성시 이후, PIN 코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무선 장치는 새로운 값으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④ 무선 장치 연결 : 무선 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마법사가 실행되어 단계별로 연결 과정을 안내합니다.

[고급 설정] - [WP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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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및 스트리밍(동영상, 음악 등) 데이터 전송을 개선합니다. 

 

 
 

 

① UPnP 기능 사용 

   UPnP 기능이 지원되는 장치에 대해 자동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Xbox 360-Media center, Playstation-Media server 등이 바로 이 기능과 연동됩니다. 

 

② WAN Ping 응답 사용 

   외부의 인터넷 사용자가 본 공유기와의 연결을 확인하려고 하는 Ping 테스트에 대해 응답 여부를 결정 

  합니다.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이러한 연결 테스트에 대해 '연결 끊김' 으로 표시되게 

  함으로써 일부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게 됩니다. 

   반면, 인터넷상의 속도테스트 측정시 일부 항목이 정상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Internet 포트(WAN) 속도 

   본 공유기의 Internet 포트가 동작하는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회선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경우, 본 속도를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값 : 10Mbps, 100Mbps, 1000Mbps, 10/100/1000Mbps(자동) 

 

④ 멀티캐스트 스트림 개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동영상, 강의 등)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⑤ 무선으로 멀티캐스트 전송 개선 

   무선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 [고급 네트워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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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영역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추가로 구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무선보안모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역간의 네트워크 공유 사용  

   기본 영역으로 연결된 컴퓨터와 게스트 영역으로 연결된 컴퓨터간의 네트워크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② 게스트 영역 사용(무선)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본 항목을 체크합니다. 

 

③ 무선 네트워크 이름 

   게스트 영역으로 사용할 무선 이름을 지정합니다. 

 

④ 보안방식 

   게스트 영역으로 연결할 때 사용할 무선 보안 방식을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 이름 

 

● 노트북 등의 무선 장치에서 주변 무선신호를 검색할 때,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 기본 영역 및 다른 무선과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셔야 합니다. 

 

※ 보안모드 

 

● 기본 영역에 지정한 값과는 관계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 [게스트 영역(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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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IPv6 방식인 경우 본 기능을 설정합니다. 

정확한 IPv6 서비스 방식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 IPv6 인터넷 방식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IPv6 인터넷 서비스 방식을 선택합니다. 

 

 
 

② 선택한 서비스에 맞게 추가 항목을 설정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각 항목의 값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 [IPv6 연결 설정] 



Samsung Wireless Router                                                  

 

페이지 49 / 69 

 

 
 

IPv6 주소를 사용하는 내부 컴퓨터와 외부 사이트간의 접속을 제어합니다. 

 

 
 

① IPv6 방화벽 규칙 

   ● 방화벽 규칙 끄기 : IPv6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규칙에 대한 전송허용 : 아래 등록한 IPv6 주소간의 데이터 전송을 허용합니다. 

   ● 등록된 규칙에 대한 전송차단 : 아래 등록한 IPv6 주소간의 데이터 전송을 차단합니다. 

 

② 규칙이름 : 사용할 규칙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③ 스케줄 : 지정한 규칙이 적용될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④ 출발지[장치/IP주소 범위] : 데이터가 출발하는 곳이 내부 컴퓨터인 경우에는 장치"LAN" 과 내부 IPv6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장치"WAN" 과 외부의 IPv6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⑤ 목적지[장치/IP주소 범위] : 데이터가 도착하는 곳이 내부 컴퓨터인 경우에는 장치"LAN" 과 내부 IPv6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외부의 컴퓨터인 경우에는 장치"WAN" 과 외부 IPv6 주소를 입력합니다. 

 

⑥ 프로토콜 : 해당 IPv6 데이터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종류를 선택합니다. 

 

⑦ 포트범위 : 해당 IPv6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포트범위를 입력합니다. 

 

 

 

[고급 설정] - [IPv6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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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 설정화면 로그인시 사용할 admin 계정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원격지원 기능을 통하여 외부에서 공인IP주소를 이용하여 공유기 설정화면으로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아래의 비밀번호/비밀번호 확인 란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설정 저장] 합니다. 

 

 
 

② 원격 지원 관리 : 외부로부터 공인IP주소를 이용하여 공유기 설정화면 접속을 허용합니다. 

 

 
 

  ● 로그인 그림문자 인증 사용 : 로그인시, 사용자 계정 인증 외에 그림문자 인증 절차를 추가합니다. 

  ● 원격 접속 허용 : 외부로부터 공인IP주소를 이용한 공유기 설정화면 접속을 허용합니다. 

  ● 원격 접속 포트번호 : 원격 접속시 사용할 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65535 이내의 숫자로 지정) 

  ● 수신 필터 규칙 적용 : [고급 설정]-[수신 필터] 기능에 만든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접속 예(공인IP주소 : 100.100.100.10 이고 포트번호를 8080 으로 지정한 경우) 

    외부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주소입력란에 'http://100.100.100.10:8080' 이라고 입력하면 

   공유기의 설정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구]-[관리자 계정/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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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의 시스템 시간을 설정합니다. 

 

 
 

[권장 설정 방법] 

 

① 표준시간대를 '(GMT+09:00) Seoul' 을 선택합니다. 

② "인터넷상의 타임서버와 자동으로 동기화" 항목에 체크합니다. 

③ "NTP서버(타임서버) 선택" 항목에서 사용할 타임서버를 선택합니다. 

④ [지금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설정 방법] 

 

● [현재 설정에 사용중인 컴퓨터의 시간과 맞춥니다.] 

   공유기의 시스템 시간을 컴퓨터의 시간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 시스템 시간을 직접 설정 

   년/월/일/시/분/초 단위까지 직접 선택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 NTP 서버를 이용하여 동기화할 경우 

   공유기가 7일 간격으로 지정한 서버와 통신하여 현재 시간을 계속 유지합니다. 

 

● 시스템 시간이 적용되는 기능 

   스케줄을 적용하는 인터넷/무선/가상서버/포트포워딩 등의 기능들이 원하는 시간 

  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시스템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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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동작을 기록하는 로그파일을 지정한 내부 컴퓨터로 전송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 '로그서버로 저장 기능 사용' 에 체크후, '로그서버IP주소' 에 내부 컴퓨터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공유기의 동작을 기록하는 로그파일을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① 보내는 이메일 주소 : 보내는 사람으로 표시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받는 이메일 주소 : 실제 로그파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 이메일 제목 : 실제 로그파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SMTP 서버 주소 : 사용하는 SMTP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⑤ 계정명 : 지정한 SMTP 서버의 로그인 ID 를 입력합니다. 

⑥ 비밀번호/비밀번호 확인 : 지정한 SMTP 서버 로그인 ID 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⑦ [지금 메일 보내기] : 받는 이메일 주소로 로그파일을 보냅니다. 

 

※ 본 기능을 설정하면, 24시간 간격으로 로그파일을 받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관리 도구]-[이메일 알림 설정] 

[관리 도구]-[로그서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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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의 현재 설정값을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통해 복구 

● 공유기의 설정값을 공장 출하값(초기값)으로 복구 

● 공유기 재시작 및 언어파일 삭제(영문으로 변경됨) 

 

 
 

① 로컬 디스크로 설정값 저장 

   현재 공유기에 설정하신 내용을 컴퓨터의 로컬디스크에 파일형태로 저장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② 저장된 파일로부터 공유기 설정 복구 

   컴퓨터의 로컬디스크에 저장된 설정파일을 이용하여 공유기의 설정을 복구하며 재시작 됩니다. 

   ※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파일을 선택한 후, [복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공유기 초기화 

   공유기의 설정값을 공장 출하값으로 초기화하며 공유기를 재시작 합니다. 

 

④ 공유기 재부팅 

   초기화와는 달리, 설정값은 유지하면서 공유기만 재시작 됩니다. 

   ※ 단, 로그(공유기 동작 기록) 는 삭제됩니다. 

 

 

[관리 도구]-[시스템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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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는 공유기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공유기의 각 기능이 실행되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유기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펌웨어 정보 

   현재 설치된 펌웨어 버전과 날짜를 표시합니다.  

   버전의 숫자가 높고, 날짜가 현재에 가까울수록 더 최신 버전입니다. 

 

● 펌웨어 파일은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삼성전자 홈페이지 : www.samsung.com 

  ② 디링크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mydlink.co.kr 

 

●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① 본 공유기와 유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본 설정화면으로 접속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 영역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다운받은 펌웨어 파일을 선택한 후,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공유기의 재시작이 완료될 때까지 약 3분 정도 기다립니다. 

 

● 언어 선택 : 공유기 설정화면상의 언어(메뉴 및 설명)를 변경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 선택) 

 

 

※ 펌웨어 업그레이드 주의사항 

 

①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 공유기의 전원을 끄실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③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에는 기존 설정값이 모두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 [관리도구]-[시스템 초기화] 에 있는 '설정값을 파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하시면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에 간단하게 설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펌웨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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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IP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임의로 공인IP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DDNS 서비스는 IP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IP주소가 변경될지라도 도메인 이름으로 내부 서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이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지원하는 DDNS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호스트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DDNS 사용 : 체크시 DDNS 기능을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DDNS 서버 주소 : 가입한 DDNS 서비스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www.DlinkDDNS.com 과 www.dyndns.org 를 지원합니다. 
 
③ 호스트 이름 : DDNS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등록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사용자 계정 : DDNS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시 등록한 ID 를 입력합니다. 
 
⑤ 비밀번호 : DDNS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시 등록한 ID 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외부의 사이트 이름 혹은 IP주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관리 도구]-[네트워크 연결 확인] 

[관리 도구]-[DDNS 서비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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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결, 무선, 가상서버, 포트포워딩, 응용프로그램 규칙, 네트워크 필터, 웹사이트 필터 등에 적용하기 위한 

스케줄 규칙을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① 규칙 이름 : 등록할 스케줄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② 요일 : 적용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합니다. (요일 선택시 : 일~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시간 : 24시간을 선택하시거나 원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시 : 분 / 12시간제) 

 

④ 모두 입력하신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줄 규칙 목록' 에 아래와 같이 등록됩니다. 

 

 
 

등록된 규칙은 스케줄이 지원되는 기능에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스케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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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각 종 상태를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 공유기의 시스템 시간과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② 인터넷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 본 항목에 표시되는 'IP주소' 가 '공인IP주소' 입니다.) 

 

 
 

 

 

③ 내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상태]-[시스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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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4GHz 무선의 동작상태를 표시합니다. 

 

 
 

 

⑤ 5GHz 무선의 동작상태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상태]-[시스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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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수집된 동작상태 기록(로그)를 표시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외부 인터넷, 내부 네트워크, 2.4GHz 무선, 5GHz 무선을 이용하여 사용한 누적 데이터양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상태]-[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상태]-[동작 상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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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을 사용중인 컴퓨터가 사용중인 프로토콜 연결 수를 표시합니다. 

 
 

 
 

공유기에 무선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장비의 수와 연결 정보를 표시합니다. 

 
 

 
 

IPv6 연결 상태 및 내부 IPv6 동작방식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상태]-[IPv6 연결 설정] 

[시스템 상태]-[무선 연결 상태] 

[시스템 상태]-[연결 세션수] 



Samsung Wireless Router                                                  

 

페이지 61 / 69 

 

 
 

공유기의 각 메뉴 및 기능에 대한 정의 및 설정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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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Foot Connection 
본 기능은 삼성 TV/AV/Touch Control 과 25cm 이내의 거리에 CY-SWR1100 을 

켜둘 경우 해당 제품과 자동으로 무선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 본 기능은 2011년부터 생산된 삼성 TV/AV/Touch Control 중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모델만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결방법은 각 제품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공유기에서 WPS 기능이 꺼져 있을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ne Foot Connection 을 이용한 연결방법 

 

1 단계 

TV를 켜고, TV 리모컨의 ▲ 또는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 [네트워크] → [네트워크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2 단계 

One Foot Connection 을 선택합니다. 

 

3 단계 

공유기를 삼성 TV 와 25cm 이내의 거리에 놓고 전원을 켭니다. 

 

4 단계 

연결이 자동으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연결이 실패했다는 화면이 뜰 경우, 리모콘의 종료 버튼을 눌러 1단계~2단계를 다시 진행합니다. 

 

5 단계 

네트워크 테스트 화면이 뜨면,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6 단계 

공유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다시 놓습니다. 

공유기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One Foot Connection 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삼성 CY-SWR1100 의 특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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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 & Access 
본 기능은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삼성 TV와 CY-SWR1100을 무선으로 자동 

연결시키는 기능입니다. 

 

* 본 기능은 2011년부터 생산된 삼성 TV 중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모델만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결방법은 각 제품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Plug & Access 를 이용한 연결방법 

CY-SWR1100과 삼성 TV를 켠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단계 

 CY-SWR1100의 후면에 있는 USB 포트에 USB 메모리를 끼우고, USB LED가 점멸 상태에서 항상 켜짐 

상태로 바뀔 때까지 약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2 단계 

 USB 메모리를 빼서 다시 삼성 TV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3 단계 

 연결이 자동으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연결이 실패했다는 화면이 뜰 경우, CY-SWR1100 을 초기화하고 본 Plug & Access 방법을 다시 시도합니다. 

혹은, 다른 연결방식을 선택하여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4 단계 

 네트워크 테스트 화면이 뜨면,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5 단계 

 CY-SWR1100 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Plug & Access 기능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삼성 CY-SWR1100 의 특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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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QoS 
 본 기능은 삼성 TV 와 BDP 로 전송되는 무선데이터를 최우선 처리함으로써 

고화질 동영상 전송을 최적합니다. 

 

*본 기능은 2011년부터 생산된 삼성 TV 와 BDP 중 해당 기능이 탑재된 모델만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각 제품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용자에 따라 노트북, 스마트폰, 삼성 TV, BDP 등 많은 무선 장비가 본 공유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여러 대의 무선 장비 중에서 삼성 TV 와 BDP 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최우선 처리함으로써 Full-HD 동영상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무선 설정' 에서 해당 기능을 체크하여 동작상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Samsung Priority QoS 설정방법(65 페이지 참고) 

 

삼성 CY-SWR1100 의 특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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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기 설정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 메뉴얼의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② [기본설정] 의 [무선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직접 무선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오른쪽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Samsung Priority QoS' 항목에 

  체크하고 [설정 저장] 합니다. 

 

※ 삼성 TV 나 BDP 가 현재 연결된 

  무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한 후, 

  해당 영역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Samsung Priority QoS 설정방법 



Samsung Wireless Router                                                  

 

페이지 66 / 69 

 

 
 

1.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방화벽 해제, 가상서버, 포트포워딩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과정으로 IP주소를 확인합니다. 

 

①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 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에 "cmd" 라고 입력 후, [확인] 

  합니다. 

② 도스창이 실행됩니다. 현재의 커서 위치에서 

   "ipconfig" 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③ 출력된 내용 중에서 'IP Address' 혹은 'IPv4 주소' 로 표시되는 숫자가 컴퓨터의 IP주소입니다. 

 

 

 

 

 

2. 공유기 초기화 방법 

 

 잘못된 설정으로 공유기가 오동작하는 경우 기본 상태(공장 출하값)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공유기가 켜진 상태에서,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품 뒷면의 RESET 버튼을 10초 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LED 램프가 모두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약 50초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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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윈도우 XP 를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에서 무선 연결하기 

 

① 하단 작업표시줄 영역에서 

   무선 네트워크 아이콘 (컴퓨터+전파 모양) 

   을 더블 클릭합니다. 

 

② 주변 무선 신호가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공유기에 설정한 무선 이름을 

   선택하고 [연결] 을 클릭합니다. 

 

 

③ 네트워크 키 입력창이 뜨면 

  공유기에 설정한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연결] 합니다. 

 

 

④ 잠시 후, 무선이 연결되고 해당 무선 이름 

  에 “연결됨” 으로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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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윈도우 VISTA 를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에서 무선 연결하기 

 

① 하단 작업표시줄 영역에서 

   네트워크 아이콘(컴퓨터 2대 겹친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네트워크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② 주변 무선 신호가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공유기에 설정한 무선 이름을 

   선택하고 [연결] 을 클릭합니다. 

 

 

③ 보안키 입력창이 뜨면 

  공유기에 설정한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연결] 합니다. 

 

 

④ 잠시 후, 무선이 연결되고 해당 무선 이름 

  에 “연결됨” 으로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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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윈도우 7 을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에서 무선 연결하기 

 

 

 

 

  

① 화면 하단 작업표시줄 영역에서 그래프 모양 

  (무선수신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주변 무선이 검색됩니다. 

② 리스트 중에서 공유기에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이름(SSID)” 를 선택하고 연결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보안키 입력창이 뜨면 

  공유기에 설정한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연결] 합니다. 

④ 위 화면처럼 해당 무선이름에 “연결됨” 으로  

   표시되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인터넷 접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해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