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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및 특징 1

 

저희 디링크 유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링크 DIR-600 은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최대 253대의 PC가 유선과 무선으로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유선으로 100Mbps 광랜을 완벽하

게 지원하고, 무선으로는 2.4GHz IEEE 802.11b/g 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802.11n을 바탕으로 한 최대 속도 150Mbps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기존 무선보다 3배 

이상 빠른 무선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디링크의 독자적인 스마트 QoS 기능이 탑재

되어 온라인게임 및 인터넷 전화 통화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효율적인 통풍이 가능하여 발

열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WEP, WPA, WPA2 보안 모드를 모두 지원

하여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합니다. WPS 기능으로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안이 걸린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마법사와 한글로 설명되어있는 

설정환경은 처음 사용자도 모든 기능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 ADSL, 고정IP방식 인터넷 모두 지원 

● 설치마법사를 통해 간편한 단계별 설정안내  

● 국제 규격 802.11  2.4GHz 대역의 무선신호 

● 무선 1Tx 1Rx 의 입출력 방식 

● UPNP (Universal Plug & Play) 지원 

● DDNS 지원 

● 전용 설치 CD로 편리한 설치기능 지원. 

● 802.11 b/g 모드 지원 

● WPS 기능으로 간편한 무선연결과 보안설정 

● WEP, WPA, WPA2 무선보안 지원 

● 네트워크필터(맥필터링)를 통한 접속제어 

● 온라인게임 랙방지 기능/업로드 대역폭 제어 

● DMZ 호스트 기능을 통한 방화벽 해제 

● 무선전용 QoS 기능 WMM 기능 탑재 

● 해킹차단을 위한 SPI 기능 

● 802.11n을 기반으로 한 150Mbps 연결 지원 

 

고객지원 

 

  제품 사용상의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지원 전화 : 02-890-3540~3544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www.mydlink.co.kr(온라인 상담접수) 

  서비스센터 위치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e-biz센터 2차 1107호 

 



제품 상세 사양 및 구성품 2

 

1. 제품 사양 

 제품명 D-Link DIR-600 

 크기 113.2mm X 147.5mm X 31.5mm (가로 X 세로 X 높이) 

 WAN 포트 속도 10/100Mbps X 1개 

 LAN 포트 속도 10/100Mbps X 4개 

 무선 프로토콜 IEEE 802.11b/g 지원, IEEE 802.11n을 기반으로 한 무선 지원 

 무선 주파수 2.4GHz 지원 

 무선 채널간격 20 / 40MHz 지원 

 무선 보안 WEP 64bit/128bit, WPA, WPA2 / WPS-PIN & PBC 

 무선 안테나 2.4GHz 무지향성 SMA 안테나 1개 

 전원 5V 1.2A 

 

 

 

 

2. 구성품 
① D-Link DIR-600 

② 안테나 1개 (SMA 탈부착식) 

③ 전원어댑터 1개 (5V 1.2 A) 

④ 랜케이블 1개 (1.5m 다이렉트) 

⑤ 설치CD 1장 

⑥ 빠른 설치 가이드 1부 

⑦ 미끄럼 방지 고무받침 1SET 

⑧ 벽걸이용 나사 1SET 

⑨ 공유기 거치대 1개 

 

 

 



각 부 명칭 및 동작상태(전면부) 3

 

 

 

 

 

 

구분 표시내용 푸른색 점멸 꺼짐 

전원 전원 동작상태 정상 · 전원불량 

인터넷 인터넷 연결상태 정상 인터넷사용 인터넷 연결안됨 

무선상태 2.4GHz 무선상태 정상 무선사용 무선기능 꺼짐 

랜 1~4 PC 연결상태 정상 데이터 전송 연결 안됨 

 



각 부 명칭 및 동작상태(후면부) 4

 

 

 

 

구분 연결 및 사용 

무선 안테나 안테나 장치를 연결합니다. 

랜포트 1~4 유선으로 사용할 PC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인터넷 포트 인터넷 회선을 연결합니다. 

전원(5V 1.2A)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RESET 공유기를 초기화 합니다. 

 

※ DIR-600 초기화방법 
1. DIR-600 에 전원어댑터만 연결합니다. 

2. RESET 버튼을 15초간 눌렀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3. DIR-600 가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2분 정도 기다립니다. 

 



DIR-600 기본 랜케이블 연결하기 5

 

외장형모뎀, DIR-600, PC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랜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아파트형 광랜과 같은 일부 인터넷 회선은 별도의 외장형모뎀이 없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회선을 INTERNET 포트에 

  연결합니다. 

2. 동봉된 랜케이블이나 별도의 랜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LAN 포트를 연결합니다. 

 

위와 같이 랜케이블을 연결하신 후 다음 순서데로 전원을 연결합니다. 

1. 외장형모뎀을 먼저 전원을 켜고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외장형모뎀이 없는 경우, DIR-600 전원을 켜고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2. DIR-600 전원을 연결하고 3분 정도 기다립니다. 

3. PC의 전원을 켭니다. 

※ 대부분의 인터넷회선이 케이블방식으로 제공되며, DIR-600의 기본값이 케이블방식으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하여 인터넷이 된다면, 본 메뉴얼의 인터넷 기본

설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무선설정만 메뉴얼(페이지 15)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회선이란? 
1. 기존 인터넷이 되는 PC에 연결된 랜케이블을 의미합니다. 

2. 별도의 외장형모뎀이 있다면, 외장형모뎀의 LAN 포트에 연결된 랜케이블을 의미합니다. 

3. 외장형모뎀이 없이 벽에 직접 연결할 경우 벽단자에 연결된 랜케이블을 의미합니다. 

 



DIR-600 설정화면 접속하기 6

 

1)인터넷 기본설정 2)무선설정 3)기타 고급설정 4)상태확인이 가능합니다. 

펌웨어 설정을 하실 때는 유선랜으로 연결된 PC에서 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여 주소에 192.168.0.1 을 입력하고 이동합니다. 

 

   * 만일 접속이 안될 경우 http://192.168.0.1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창이 뜨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로그인]버튼을 클릭합니다. 

 

1) 사용자명 : admin 입력. 

2) 비밀번호 : 초기 비밀 번호는 없습니다. 

3) 아래에 표시된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보안문자가 변경됩니다.) 

4)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DIR-600 의 설정화면이 뜹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7

 

본 상세메뉴얼에서는 DIR-600 을 직접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연결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인쇄된 “빠른 설치 가이드(QIG)”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설정]-[인터넷 설정] 메뉴로 이동한 후 [수동 인터넷 연결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세부 설정화면이 뜹니다. 

 



 

1.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 “인터넷 연결 설정” 선택기준 

유동 IP(DHCP) 케이블방식의 인터넷 

KT FTTH 광랜, VDSL, 자동접속ADSL 

SK 브로드밴드 광랜, 케이블, 자동접속ADSL 

파워콤 광랜, 케이블 / 지역 케이블 

PPPoE 수동 ADSL인터넷 KT / SK브로드밴드의 수동접속 ADSL 

고정 IP 고정IP 인터넷 인터넷회사의 고정IP서비스 / 학교 / 회사망 

 

※ PPTP/L2TP 는 VPN 서버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일반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8



 

1-1. 유동 IP(DHCP) 선택시 

 

 

<설정방법> 

1. “호스트 명”은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2. [MAC 주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3. 1차/2차 DNS 주소를 공란으로 두시면 인터넷 회선으로부터 DIR-600 이 자동으로  

  DNS 주소를 받아와 설정하게 됩니다. 

  특정 DNS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DNS 값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 하단의 [설정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상태]-[장비정보] 로 이동하여 “인터넷” 영역의 IP주소가 0.0.0.0 이 아닌 

  숫자로 된 주소가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 [상태]-[장비정보] 의 인터넷 IP주소가 0.0.0.0 으로 나타날 경우 

1. 외장형 모뎀과 DIR-600 의 전원을 모두 끄고 3분 정도 기다립니다. 

2. 외장형 모뎀을 먼저 켜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3. DIR-600 의 전원을 연결하여 3분 정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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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정IP 선택시 :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 고정IP방식일 경우 

 

 

 

<설정방법> 

1.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고정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해당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3. 해당 ISP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제공되는 1차 DNS 주소와 2차 DNS 주소를 입력합니다. 

5. 하단의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고정IP서비스 

  - 각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고정IP 인터넷 회선 

  - 회사/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고정IP 인터넷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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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PPoE(사용자명/비밀번호) 선택시 : ADSL 서비스 중 수동접속 ADSL 방식일 경우 

 

 

 

<설정방법> 

1. 연결 모드는 동적 PPPoE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명 :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가입한 접속아이디(ID)을 입력합니다. 

3. 비밀번호/비밀번호 확인 : 접속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MAC주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하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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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를 ISP에서 받으세요 : 인터넷 회선으로부터 자동으로 DNS주소를 받아옵니다. 

※ 수동으로 DNS 입력하세요 : 특정 DNS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휴지 시간 : 지정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DIR-600이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을 끊습니다.(0~65535 분까지 설정가능합니다.) 

※ 연결모드 : 기본값은 [항상]으로 접속이 끊기면 자동으로 재접속하여 인터넷 접속을 

           항상 유지시킵니다.  [수동] 은 접속이 끊기면 사용자가 DIR-600 설정화면 

           으로 접속하여 [연결(Connect)] 버튼을 클릭하여야 연결됩니다. 

           [필요시 연결] 은 접속이 끊기면 다음 인터넷 사용할 때 재접속을 시도합니다.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에 관해> 

1. PPPoE 서비스는 ADSL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통신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서비스가 PPPoE 방식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고 [도구]-[인터넷옵션]-[연결]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화(광대역)연결 및 VPN(가상 사설망) 설정” 부분이 위와 같이 비워있지 않고 

특정 리스트가 존재한다면 PPPoE 방식입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12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13

 

1-4. PPTP 선택시 : PPTP 인터넷 서비스인 경우 

 

 

 

<설정방법> 

1. IP주소/서브넷 마스크/게이트웨이/DNS주소에 관리자로부터 할당받은 각 해당값을 

  입력합니다. 

2. PPTP 계정 : PPTP 서버 접속을 위한 접속아이디(ID) 를 입력합니다. 

3. PPTP 비밀번호/비밀번호 확인 : 접속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최대 휴지 시간 : 지정된 시간동안 접속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끊습니다. 

5. 연결모드선택 : 기본값은 [항상]으로 접속을 유지시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무선 설정] 14

 

※ 기본 무선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 무선 설정은 유선으로 연결된 PC에서 설정완료하신 후, 무선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인쇄된 “빠른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설정]-[무선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수동 무선 연결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DIR-600은 2.4GHz 주파수로 최대 150메가(Mbps)의 N모드를 지원합니다. 

※ 802.11g 모드와 802.11n 모드는 [고급]-[고급 무선]에서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 DIR-600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이 동작 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의 무선사용자라면 누구든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선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설정을 통해 무선기능을 끄거나 무선보안설정을 권장합니다. 

 

1-1. 무선 네트워크 설정 

 

 

<설정방법> 

1. 무선 사용 : 체크시 무선이 동작합니다.(*무선기능을 끄시려면 체크해제하시면 됩니다.) 

2. 무선 네트워크 이름 : 영문이나 숫자를 이용하여 무선이름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인 dlink 로 두셔도 되지만, 주변에 동일한 dlink 이름이 존재할 경우 무선이 

     불안해 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자동 채널 선택 사용 : DIR-600 이 최적의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결정합니다. 

4. 무선 채널 : 자동 채널 선택 사용에 체크해제시 활성화되어 무선 채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무선 숨김 사용 : 무선 네트워크 이름이 자동으로 검색됨을 방지합니다. 

※ [새로운 스케쥴]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쥴을 추가할 경우, 해당 일정에만 무선이 동작

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케쥴 설정방법은 [관리]-[스케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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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선보안설정 - WEP 보안 

  WEP 방식의 기본 수준으로 무선보안을 설정합니다. 

<설정방법> 

1. 무선 보안모드를 “WEP 무선보안 사용(기본)” 을 선택합니다. 

 

2. 아래의 WEP 설정기준에 맞게 WEP 키를 지정하고 [설정저장]하시면 됩니다. 

 

<WEP 기준> 

1) WEP 인크립션 

① 64bit : 숫자(0~9), 영문(A~F) 만 이용하여 10자리의 보안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128bit : 숫자(0~9), 영문(A~F) 만 이용하여 26자리의 보안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디폴트 WEP 키 : 현재 적용될 WEP 키를 선택합니다. 

3) WEP 키 : WEP 인크립션 기준에 맞게 무선보안키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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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선보안설정 - WPA 보안 

WEP 보다 높은 수준의 WPA, WPA2 방식의 무선보안을 설정합니다. 

<설정방법> 

무선 보안모드를 “WPA/WPA2 무선보안 사용(강화)” 를 선택하고 아래 WPA 기준에 

맞게 무선보안을 설정합니다. 

 

 

<WPA 기준> 

1. 암호화 타입은 기본값인 자동(TKIP/AES) 로 두셔도 됩니다. 

   AES 가 좀 더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여, AES 로 설정을 권장합니다. 

2. PSK/EAP : 개인용 암호는 PSK 를 선택하시고, 기업용 암호는 EAP 를 선택합니다. 

   EAP 의 경우 별도의 RADIUS 서버가 필요합니다. 

3. 네트워크 키 : 무선 보안키로 8~63자리의 영문, 숫자 혹은 혼용으로 지정합니다. 

 ※ 특수 문자나 한문, 일어, 기타 언어 등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의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됩니다. 

 

※ WPA, WPA2 는 DIR-600 이 접속하는 무선기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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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이란? 

노트북을 비롯한 무선으로 연결하려는 PC에서 주변 무선 검색을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검색되는 이름을 말합니다. 

 

 

 

※ 윈도우 XP인 경우 무선접속하는 방법 

오른쪽 하단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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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600 에 무선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해당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R-600 에 무선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해당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키를 물어보게 되며, DIR-600 에 설정한 무선보안키를 입력하고 [연결]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아래와 같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이 제한됨” 메세지가 나타날 경우 

 

 DIR-600 에 설정한 무선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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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비스타인 경우 무선접속하는 방법 

1. 윈도우 상태표시줄의 오른쪽 하단의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에 연결” 을 선택합니다. 

 

3.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 를 선택하고 [연결]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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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IP주소를 변경 / DHCP(자동IP주소 할당)기능의 사용여부 / DHCP 기능으로 

할당할 IP주소의 범위를 변경합니다. 

 

1. [설정]-[LAN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아래와 같은 세부 설정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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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 IP 주소 : DIR-600 의 IP주소(기본 게이트웨이) 입니다. 

 동일한 IP주소 대역을 사용하는 공유기대 공유기를 연결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영역의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예) 공유기 IP 주소를 192.168.10.1 로 바꿀 경우 

  -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가 192.168.10.1 로 변경됩니다. 

- 각 PC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IP주소가 192.168.10.xxx 식으로 변경됩니다. 

 

 

※ DHCP서버 설정 : 체크시 DIR-600 이 자동으로 IP주소를 할당합니다. 

※ DHCP IP 주소 범위 : 해당된 범위내의 주소를 각 PC가 자동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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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600 의 시스템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방법> 

1. 시간대를 (GMT +09:00) Seoul 로 선택합니다. 

2. [컴퓨터 시간설정 동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PC의 시간과 동기화합니다. 

3. NTP 서버 항목에 체크할 경우 DIR-600 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당 서버와 통신하여 

  실시간으로 현재시간을 동기화합니다. 

4. 시간 및 날짜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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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자녀 보호 규칙을 아래 기준에 맞게 선택합니다. 

- 자녀 보호 기능 중지 :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자녀 보호 기능을 실행... 웹사이트만 접속 허용 : 

  등록한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자녀 보호 기능을 실행... 웹사이트만 접속 차단 : 

  등록한 웹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2. 웹사이트 URL에 접속 혹은 차단할 사이트를 입력합니다.(예, www.xxx.com) 

3. 리스트에 체크한 후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새로운 스케쥴]버튼을 클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을 추가하여 해당 일정에만 

  자녀보호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설FTP서버 / 웹서버 운영시 지정한 포트번호에 대해 방화벽을 해제하여 외부에서 접속

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단, 하나의 포트번호에 대해서는 여러 대의 PC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설정방법> 

1. 이름 : 규칙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이름]에서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포트(공인포트/사설포트) : 외부에서 접속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에서 선택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표준 포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IP주소 : 해당 PC의 IP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컴퓨터 이름]에서 선택합니다. 

4. 트래픽 종류 : 모두 / TCP / UDP 가 있으며, [모두]를 선택할 경우 TCP/UDP 가 모두 

       적용됩니다. 

 

※ PC의 IP주소 확인하는 방법 

  1)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을 선택합니다. 

  2) 입력창이 뜨면 “CMD” 라고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3) 도스창이 뜨면 “IPCONFIG” 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합니다. 

  4) 리스트중에 IP Address(IP 주소) 라는 숫자값이 IP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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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포워딩과 동일한 지정한 포트번호에 대해 방화벽을 해제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

도록 하는 기능이지만, 차이점은 먼저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설정방법> 

1. [애플리케이션 이름]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임의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2. 트리거/방화벽 :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에서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표준포트번호가 입력됩니다. 포트번호를 범위로 지정할 경우 6112-6119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트래픽 종류 : 해당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종류를 선택합니다. 

   [모두]를 선택할 경우 TCP/UDP 프로토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4. 해당 리스트에 체크후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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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엔진은 인터넷 사용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각 PC별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설정방법> 

1. QoS 엔진사용 : 체크시 QoS 기능을 사용합니다. 

2. 자동 업링크 속도 : 인터넷 회선의 최대 업로드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3. 수동 업링크 속도 : “자동 업링크 속도” 체크해제시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직접 최대 

   업로드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선택값(전송률 선택)은 128kbps ~ 2048kbps(2Mbps) 까지입니다. 

  ② 최대 업로드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 

  1024kbps = 1Mbps 이므로 

  업링크 속도를 최대 10Mbps 로 제한하려면 1024 X 10 = 10240kbps 로 입력합니다. 

※ 원 인터넷 회선의 업로드 최대속도가 20Mbps 라고 할 경우, 수동 업링크  

속도를 30Mbps 로 입력한다고 해도 실제 업로드 속도는 20Mbps 를 넘지 

못하며, 업로드 속도 제어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4. 연결 타입 : 인터넷 회선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 두시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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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MAC 주소를 가진 PC만 인터넷에 접속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MAC 필터링 규칙] 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① MAC 필터링 중지 : 네트워크 필터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MAC 필터링을 실행하고 리스트에 있는 PC의 접속 허용 :  

    리스트에 등록된 PC의 펌웨어 설정 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허용합니다. 

 ③ MAC 필터링을 실행하고 리스트에 있는 PC의 접속 거부 : 

     리스트에 등록된 PC의 펌웨어 설정 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차단합니다. 

2. MAC 주소 : DHCP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해당 PC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거나 해당 MAC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할 경우, 00:00:00:00:00:00 식으로 콜론(:) 을 이용하여 각 자리 문자를 구분 

  입력하셔야 합니다. 

3. 리스트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 [새로운 스케쥴]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쥴 규칙을 추가하여 적용할 경우  

해당 일정에만 접속제어 기능이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PC의 MAC 주소 확인 방법은 다음 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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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에서 MAC 주소 확인하는 방법 

①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 을 선택합니다. 

② 입력란에 “cmd” 라고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③ 도스창이 뜨면 “ipconfig/all”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칩니다. 

④ 리스트 중에 “Physical Address(물리적 주소)” 가 “MAC 주소” 입니다. 

 

※ “로컬 영역 연결”의 Physical Address 는 유선 랜카드의 MAC주소를 의미합니다. 

 

※ 노트북과 같이 유선과 무선이 모두 내장된 경우 각 랜카드별 MAC 주소가 다릅니다.  

“무선 네트워크 연결” 의 “Physical Address” 는 무선 랜카드의 MAC주소이므로 이 부분

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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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예> 

“00-14-38-XX-XX-XX” 라는 MAC주소를 가진 PC의 인터넷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① 필터링 규칙을 “MAC 필터링을 실행 ... PC의 접속 거부” 를 선택합니다. 

② “DHCP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차단할 PC를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하거나 해당 PC의 MAC주소(00:14:38:XX:XX:XX)를 직접 입력합니다. 

③ 해당 리스트에 체크 후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 해당 리스트를 삭제하려면 해당 리스트의 체크해제 후 [설정 저장]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PC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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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방화벽을 해제 및 해킹 방어 기능인 SPI 기능의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설정방법> 

1. SPI 설정 : 체크시 해킹 방어 기능이 동작합니다. 

 

<방화벽 해재/DMZ 설정 방법> 

1. DMZ 호스트 활성 : 체크시 해당 PC에 대한 방화벽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2. DMZ IP 주소 : 방화벽을 해제할 PC를 [컴퓨터 명]에서 선택후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거나 해당 PC의 IP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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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사용자를 위한 무선 고급 설정으로 가급적 기본값으로 사용을 권합니다. 

 

 

<설정방법> 

1. 전송파워 : 무선 출력 강도를 결정합니다. 

2. Beacon 간격 :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무선의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간격이 짧으면 무선성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RTS 쓰래드홀드 : 공유기가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전송 요청하는 패킷 크기입니다.  

4. 프레그멘테이션 : 한번에 보내는 무선 패킷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5. DTIM간격 : Beacon 간격시간동안 보내는 연결 유지 신호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6. CTS 모드 : RTS 값보다 큰 패킷을 보낼 경우, RTS/CTS 동작여부를 결정합니다. 

7. 무선모드 : DIR-600 의 무선동작 프로토콜을 결정합니다. 

  ① 802.11n : 802.11n 무선규격으로만 동작합니다. 

  ② 802.11b/g : IEEE 802.11b 와 IEEE 802.11g 무선규격으로만 동작합니다. 

  ③ 802.11n/g/b : 모든 규격의 무선으로 동작합니다. 

8. 대역폭 : 802.11b 혹은 802.11g 만 사용할 경우 20MHz 를 선택하시고, 802.11n을 

   함께 사용할 경우 20/40MHz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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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기능의 사용여부/Ping 테스트에 대한 응답 여부/WAN 포트 동작속도 및  

동영상 재생 관련설정입니다. 

 

 

<설정방법> 

1. UPnP 설정 : 체크시 플러그 앤 플레이 동작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체크할 경우 컴퓨터에서 공유기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2. WAN 핑 응답 설정 

체크 해제시 외부에서 사용자의 공인IP주소로 핑 테스트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반응 

을 거부함으로써 외부에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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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테스트는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로 외부의 해커에 

게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해킹시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미체크시 인터넷속도테스트 사이트(벤치비 등)를 이용하여 속도측정시 PING 테스트 

구간이 정상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습니다.(체크시 정상적으로 테스트됩니다.) 

 

3. WAN 포트 속도 

  DIR-600 의 INTERNET(WAN) 포트의 동작 속도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인 “10/100Mbps 자동” 으로 두셔도 되며, 현 인터넷 속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 원 인터넷 회선속도가 10Mbps 일 경우 “100Mbps” 로 선택한다고 1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4. 멀티캐스트 스트림 설정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재생이나 음악 재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무선 강화 모드  

무선에 대해 유선보다 우선권을 부여해서 유선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하더라도 무선에 

영향이 적게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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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공유기(혹은 라우터)가 있을 경우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인터페이스 : “WAN” 포트를 의미합니다. 

2. 목적지 IP : 접속하려는 외부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3. 서브넷마스크 : 접속하려는 IP 주소의 해당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4. 게이트웨이 : 외부PC에 접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설정예>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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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예> 

사용자가 20.0.0.100 과 10.0.0.10 으로 접속하길 원할 때 아래와 같이 수동으로 경로를 

지정합니다. 

 

 

 

1. PC1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0.0.1 을 통과해야 합니다. 

2. PC2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0.1 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경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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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 보안문자 사용여부 / 원격 관리 허용여부를 설정합니다. 

 

 

<설정방법> 

1. 관리자 패스워드 : DIR-600 설정화면 접속시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래픽 인증 활성화 : 로그인 보안문자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시 오른쪽과 같이 보안문자 인증절차가 생략됩니다. 

 

3. 원격 관리 설정 : 외부의 지인으로부터 원격으로 공유기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체크시 : 외부인의 DIR-600 설정화면 원격접속을 허용합니다. 

  ② 원격 관리 IP주소 : 0.0.0.0 으로 두면 누구든 원격접속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공인 

     IP주소를 입력시 해당 IP주소를 사용한 PC만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③ 포트 : 원격 접속에 사용되는 포트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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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DIR-600 설정값을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파일을 통해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며, DIR-600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화하여 공장초기값 

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로컬 하드 드라이버로 설정 저장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현재의 설정값을 PC에 파일로 저장합니다. 

2. 로컬 하드 드라이버에서 설정 불러오기 : 

   [찾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설정파일을 불러와 복구합니다. 

3. 공장 초기 설정으로 복구 : [장비 복구]를 클릭하면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4. 랭귀지 팩 제거 : [화면 지움]을 클릭할 경우 한글언어팩이 삭제되어 모든 설정화면이 

   영문으로 변경됩니다. 

 

※ 랭귀지 팩은 디링크 고객센터(www.mydlink.co.kr)를 통해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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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운영체제인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현재 펌웨어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펌웨어 확인은 국내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설정방법> 

1. http://mydlink.co.kr 에서 최신 펌웨어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2.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적용 후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중 전원을 차단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DIR-600 의 기존 설정값이 모두 초기화되니 

  재설정하시거나 저장해 둔 설정파일이 있다면 설정파일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관리] - [펌웨어 업데이트] 39



 

유동IP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고정IP 방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DDNS 서비스를 가입하고 

도메인명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정방법> 

1. DDNS 설정 : 체크시 DDNS 기능을 사용합니다. 

2. 서버 IP 주소 : 가입한 DDNS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리스트외의 DDNS서비스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호스트 명 : DDNS 사이트로부터 할당받은 호스트명을 입력합니다. 

4. 사용자명/비밀번호 : DDNS 사이트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관리] - [DDNS] 40



 

아래와 같이 각 포트별 연결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주며, [상세정보]를 클릭하여 

각 포트별 연결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핑테스트는 외부의 특정IP주소에 대한 연결테스트를 시도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관리] - [시스템 확인] 41



 

스케쥴 규칙을 지정하여 무선사용일정 / 자녀보호기능 / 접속제어 등 스케쥴이 적용되는  

모든 기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이름 : 규칙에 대한 이름을 임의의 영문으로 지정합니다. 

2. 요일 : 일주일을 선택하시거나 동작할 요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매일 - 24시간 : 해당 요일의 24시간 동안 스케쥴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4.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 별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다음 기능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무선 설정] 

[설정]-[자녀 보호] 

[고급]-[접속제어] 

[고급]-[방화벽&DMZ]) 

 

※ 스케쥴 설정을 하시면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기능이 동작을 하거나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관리] - [일정] 42



 

DIR-600 의 동작상태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관리자 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수집할 로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일보내기 설정방법> 

1. E-mail 주소 : 로그를 메일로 받을 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2. E-mail 제목 : 로그 메일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3. 보내는 사람 E-mail 주소 : E-mail 에 표기될 보내는 사람의 메일주소입니다. 

4. SMTP 서버 : 사용할 SMTP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사용자 이름/패스워드/비밀번호 확인 : SMTP 서버의 로그인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관리] - [로그설정] 43



 

인터넷회선의 공인 IP주소를 비롯한 각종 연결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유기의 동작상태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장비정보] 44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로그] 



 

공유기를 통해 송수신된 데이터(패킷량)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 패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통계] 45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활성세션] 



 

무선으로 연결된 무선장비의 수와 각 장비별로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1. 연결 시간 : 무선 연결이 지속된 시간입니다. 

2. MAC 주소 : 무선 연결된 컴퓨터의 MAC 주소입니다. 

3. IP주소 : 무선 연결된 컴퓨터의 IP 주소입니다. 

4. 모드 : 802.11b/g/n모드 중 연결되어 있는 모드를 보여줍니다. 

5. 레이트 : 연결 속도를 말합니다. 

6. 신호 강도 : 신호의 세기를 말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무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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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mydlink.co.kr(온라인접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None)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UseDeviceIndependentColor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5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5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3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JC200103)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CHT <FEFF005B683964DA300C00650062006F006F006B300D005D0020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
  /ExportLayers /ExportVisibleLayers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arksOffset 0
      /MarksWeight 0.28346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ageMarksFile /JapaneseWithCircle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