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선 공유기(DIR-615KSB)
빠른 설치 가이드

이 안내서는 DIR-615KSB의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제품 설치 전에 반드시 본 안내서를 잘 읽은 후 지침에 따라 제품을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 본 안내서는 내용 과 그림 등은 제품의 기능 향상 및 그 밖의 이유로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안내서의 내용은 디링크코리아(유)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 및 수정
   변경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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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사양

구분 항목 세부사항 

하드웨어
사양

CPU 400MHz MIPS(RLT 8196BT)

인터넷 포트 1 X 10/100Mbps 자동감지

랜 포트 4 X 10/100Mbps 자동감지

무선 802.11b/g/n 

LED 램프 전원, 인터넷, 단말1~4, 무선

DRAM 32Mbytes
FLASH 8Mbytes 

온도 동작온도 : -5 ~ 50℃

전원 입력 : 100~240V, 50~60Hz / 출력 : DC5V, 2A

소프트웨어
지원사양

NAT PNAT 

주요 프로토콜 HTTP, DHCP, IGMP, SNMP 등

응용프로그램 프로토콜 MSN, BattleNet, etc

QoS ■ DSCP, CoS, WRR, SPQ, Rate Limit 등
■ WMM, Station-based QoS

관리 ■ GUI, Telnet , SNMP 

보안 ■ RADUIS, ACL, MAC Filtering 및 개수 제한

무선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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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주파수 범위 ■ 2.4GHz(2.4~2.4835) 

무선 전송 속도 
■ IEEE 802.11b : 1, 2, 5.5, 11Mbps
■ IEEE 802.11g : 6, 9, 12, 18, 24, 36, 48, 54Mbps
■ IEEE 802.11n : 최대 300Mbps(40MHz 채널간격 지원)

무선 송신 출력 운용 모드 별 13~17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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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보안 

■ 64/128bit WEP
■ WPA1/2-PSK
■ WPA1/2-Enterpise
■ 802.1x

2. 구성품
 

 

제품 사양 및 구성품    

DIR-615KSB 본체 랜케이블(1.5m) 전원 어뎁터
(5V, 2A)

설치가이드(QIG)
제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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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면 >  
 

 
 

명칭 색상 동작상태 내용 

전원 LED( 적색) 
켜짐 전원 켜짐 

꺼짐 전원 꺼짐 

인터넷  Green(녹색) 

켜짐 인터넷  포트에  인터넷  회선이  연결됨 . 

점멸 인터넷을  사용중임  

꺼짐 
인터넷  포트에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지  않
았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김. 

단말1 ~ 4 Green(녹색) 

켜짐 단말이  연결됨  

점멸 단말이  데이터를  전송 

꺼짐 단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 

무선 Green(녹색) 

켜짐 2.4GHz 무선이  동작함  

점멸 2.4GHz 무선으로  데이터 를 전송 

꺼짐 2.4GHz 무선이  동작하지  않음 

  

제품 외관 및 각 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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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면 > 

 
 

명칭 기능 내용

초기화 초기화스위치 AP의 설정 값을 모두 공장 초기값으로 변경합니다.

인터넷 인터넷연결 인터넷 회선을 연결합니다.

단말 1~4  PC 및 단말연결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컴퓨터 및 기타 
유선 네트워크 장치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DC5V2A 전원연결부 AP의 전원을 입력 합니다.

전원 전원스위치 AP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AP 초기화
공유기의 설정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공유기가 오동작할 경우,
본 버튼을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 설정값을 공장 초기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P 초기화 방법
공유기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본 버튼을 15초 동안 누른 후 풀어줍니다.
모든 램프가 꺼진 후, POWER 부터 순차적으로 켜지며, 45초 정도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램프가 켜집니다.

AP 초기화 주의사항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도구로는 핀셋이나 클립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볼펜/연필 등을 이용할 경우 잉크/흑연이 내부로 유입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초기화

인터넷

단말 1~4 DC5V2A

인터넷



외장형 모뎀

DIR-615KSB

유선사용
컴퓨터

스마트폰 (Wi-Fi)

노트북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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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이 전화선(혹은 유선케이블)으로 댁내로 들어와 별도의 외장형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1.1. 구성도

      
 

1.2. 연결방법 설명
  
    외장형모뎀, DIR-615KSB 와 컴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아래의 설명과 같이 연결합니다.

   1) 외장형모뎀의 [LAN] 포트와 DIR-615KSB 의 [인터넷] 포트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DIR-615KSB 의 [단말] 포트에 랜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 연결할 단말 포트는 1, 2, 3, 4 번호와는 관계없이 비어있는 곳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 DIR-615KSB는 랜케이블 1개(1.5m) 만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2대 이상이거나 1.5m 이상의 거리를 연결하시려면 랜케이블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3) 외장형모뎀의 전원을 연결하고 3분 정도 기다립니다.
   4) DIR-615KSB 의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스위치를 켠 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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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615KSB는 기본값이 유동IP 인터넷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고정IP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맞게 별도의 설정을 
하신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VDSL, OLT, Cable Modem 사용 시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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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댁내의 벽에 부착된 통신(데이터) 단자와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2.1. 구성도

           
 

 

 
 

2.2. 연결방법 설명

    DIR-615KSB 와 컴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아래의 설명과 같이 연결합니다.

   1) 벽에 부착된 통신단자와 DIR-615KSB 의 [인터넷] 포트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DIR-615KSB 의 [단말] 포트에 랜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 연결할 단말 포트는 1, 2, 3, 4 번호와는 관계없이 비어있는 곳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 DIR-615KSB는 랜케이블 1개(1.5m) 만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2대 이상이거나 1.5m 이상의 거리를 연결하시려면 랜케이블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3) DIR-615KSB 의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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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615KSB는 기본값이 유동IP 인터넷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고정IP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맞게 별도의 설정을 
하신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랜 사용 시 설치 방법

통신단자

DIR-615KSB

유선사용
컴퓨터

스마트폰 (Wi-Fi)

노트북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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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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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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168.25.2 ~ 192.168.25.62
■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25.1

① 상기 기준과 같이 표시될 경우
  DIR-615KSB 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DIR-615KSB 의 설정화면 접속이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값으로 표시될 경우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 IP주소 정보가
  기준으로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도 정상적인 IP정보를 받아오지 못한 경우

1. DIR-615KSB가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DIR-615KSB 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DIR-615KSB 의 램프(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DIR-615KSB 의 뒷면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이용하여 RESET 합니다.
  ▶ DIR-615KSB 이 켜진 상태에서 초기화 버튼을 15초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2. DIR-615KSB의 [단말]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의 양끝에 있는 결합부
  (RJ-45)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부(RJ-45) 를 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3. DIR-615KSB의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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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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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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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168.25.2 ~ 192.168.25.62
■ IPv4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 IPv4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25.1

상기 기준과 같이 표시될 경우
DIR-615KSB 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DIR-615KSB 의 설정화면 접속이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도 정상적인 IP정보를 받아오지 못한 경우

1. DIR-615KSB가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DIR-615KSB 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DIR-615KSB 의 램프(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DIR-615KSB 의 뒷면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이용하여 RESET 합니다.
  ▶ DIR-615KSB 이 켜진 상태에서 초기화 버튼을 15초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2. DIR-615KSB의 [단말]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의 양끝에 있는 결합부
  (RJ-45)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부(RJ-45) 를 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3. DIR-615KSB의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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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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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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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168.25.2 ~ 192.168.25.62
■ IPv4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 IPv4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25.1

상기 기준과 같이 표시될 경우
DIR-615KSB 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DIR-615KSB 의 설정화면 접속이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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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R-615KSB가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DIR-615KSB 의 전원과 램프(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DIR-615KSB 의 뒷면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이용하여 RESET 합니다.
  ▶ DIR-615KSB 이 켜진 상태에서 초기화 버튼을 15초동안 길게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2. DIR-615KSB의 [단말] 포트와 컴퓨터 연결에 사용한 랜케이블의 양끝에 있는 결합부
  (RJ-45)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부(RJ-45) 를 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3. DIR-615KSB의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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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Window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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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무선랜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무선 환경 설정 및 확인 방법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Windows Zero Configura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선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①  [시작] 메뉴의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②  [제어판] 메뉴 내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합니다.

 

 

④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목록 내에서  
DIR-615KSB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인
“SK_WiFiXXXX” 더블 클릭 합니다.(XXXX는 제품 뒷 
면에 표기된 MAC 주소 중 끝에 4자리 입니다.)

③  [네트워크에 연결] 을 클릭 합니다.

[무선] DIR-615KSB에 연결하기 위한 PC의 환경설정 확인(Windows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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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P의 무선랜 암호는 공장도 초기값으로 
    제조번호 뒤 10자리가 기본 암호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제조번호
    를 참고 하세요)

 

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 
    옆에 [연결됨] 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시 무선 네트워크의 이름(SSID)은“SK_WiFi MAC번호 뒤 4자리”
    이며, 초기 암호는 “제조번호 뒤 10자리” 입니다.

▶ AP 뒷면의 MAC 주소 와 S/N를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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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615KSB 의 설정화면에 접속하여 설정값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단말 포트에 유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아래의 과정으로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무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노트북)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경우, 설정변경 후 적용과정에서 무선 연결이
잠시 끊어지며 이로 인하여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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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P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이름을 "admin" 을 입력하고,
   - 암호도 “admin”으로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주소 입력란에 http://192.168.25.1 을 입력하시고 
이동 혹은 엔터키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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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R-615KSB 와 연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PC의 환경설정 확인하기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2. AP에 다른 설정이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DIR-615KSB를 초기화 해야 합니다. AP 뒷면의 리셋 버튼을 15초간 눌러서 초기화 하셔야 합니다.

 

DIR-615KSB 설정화면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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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615KSB의 무선랜 SSID 및 암호화 설정 방식 등 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① AP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 과 암호화 방식 및 암호 변경

※ 메뉴이동 : [기본 설정] - [무선랜]-[SSID]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AP의 채널 및 채널 간격, 출력 등 무선 RF 관련 설정 변경

※ 메뉴이동 : [기본 설정] - [무선랜]-[채널] 메뉴로 이동합니다.
 

 
 
 
 

무선랜 설정 변경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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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상 AS 기준

제품보증서

유/무상 AS 및 타사인터넷망 사용방법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문의는 근무시간중에 
고객센터(02-890-3544)로 하시기 바랍니다.

1. 무상AS
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중에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택배비는 고객이 부담, 고객센터 02-890-3544 (근무시간內)로 문의)

2. 유상AS
①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사용 잘못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낙하, 침수, 충격, 무리한 작동등)
    - 당사 지정 서비스센터가 아닌 장소 및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정품 이외의 부품이나 부속물 사용에 의한 고장이나 제품파손의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 (화재,염해,수해,이상전원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안테나,램프류 및 각종 부착물)
    - 사용설명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3. 환불기준
단말 구매후 14일 이내일 경우에 고객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고장 발생에 대해서 장비의 부속품의 Full set를 반환할 경우에 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4. 타사 인터넷 망에서 사용방법
본 장비는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망에서 최적의 상태로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타사 인터넷망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의 Call센터(국번없이 106번의 2번 장애상담)에 연락하여 장비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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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링크코리아(유)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은 제반 법규정과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 및 제작되었으므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시면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링크코리아(유)는 고객 여러분께서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2개월 동안 
무상 유지 보수를 보장합니다.

1. 보증 기간 - 구매 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무상 유지보수
상기 기간 중 장비의 하드웨어 오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사(대리점)로부터 무상 
수리 및 교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간 이후 서비스 보장
보증기간 이후에도 단종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수리 및 교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객 등록 카드 등록
아래의 제품 보증 고객 등록 카드를 기입하시고 당사로 등록하시면 보다 빠른 수리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고, 개선된 제품정보를 E-mail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하기 사항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낙뢰 등) 시
2) 사용자의 부주의(사용 전원이상, 접속기기 불량) 시
3) 인가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수리개조 시

※ 구매일이 기입된 본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서비스를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보증서

제품명 : 

제품번호 : 

구매일 :

고객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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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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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전에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AP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skbroadband.com
SK브로드밴드 Call센터

(국번없이 106번의 2번 장애상담)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