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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및 특징 1 

 

저희 디링크 유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링크 DIR-825 는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최대 253대의 PC가 유선과 무선으로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유선으로 1000Mbps 기가비트 

속도를 지원하고, 무선으로는 2.4GHz 와 5GHz 를 동시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무선프로토콜 

IEEE 802.11a/b/g/n 을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5GHz 802.11n 무선은 주파수 간섭을 거의 받

지 않아 300Mbps 의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및 Full-HD 동영상까지도 화질의 저하없이 실

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적의 무선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듀얼SSID를 지원하여 한 대

의 DIR-825 로 서로 다른 2개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USB 프린터, 스캐

너, USB외장하드, USB메모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USB 포트를 지원합니다. WPS 기능으로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마법사와 한글로 설명되

어있는 설정환경은 처음 사용자도 모든 기능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 ADSL, 고정IP방식 인터넷 모두 지원 

● 설치마법사를 통해 간편한 단계별 설정안내  

● 주파수 간섭이 없는 5GHz 대역의 무선 지원 

● 최대 300Mbps 의 802.11n 무선지원 

● 무선 2Tx 2Rx 의 다중 입출력 방식(MIMO) 

● 40MHz 채널본딩 지원 

● 듀얼SSID 기능으로 한 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선 네트워크 구축 

● IPv6 공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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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ANTI-SPOOF 기능 

● USB장치(프린터, 스캐너, 외장하드 등) 공유 

● Green Ethernet 기술적용 에너지 절감 

 

고객지원 

 

제품 사용상의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홈페이

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2-890-3540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www.myd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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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상세 사양 및 구성품 2 

 

1. 제품 사양 

 제품명 D-Link DIR-825 

 크기 200mm X 120mm X 32mm (가로 X 세로 X 높이) 

 WAN 포트 속도 10/100/1000Mbps X 1개 

 LAN 포트 속도 10/100/1000Mbps X 4개 

 무선 프로토콜 IEEE 802.11a/b/g 지원 802.11n Draft 2.0 지원 

 무선 주파수 2.4GHz / 5GHz 동시지원 

 무선 채널간격 20MHz / 40MHz 채널본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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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안테나 2.4GHz / 5GHz 무지향성 SMA 안테나 X 2개 

 USB 포트 USB 2.0 지원, USB 장치공유 및 WCN 기능 

 전원 12V 2A 

 

 

 

 

 

 

2. 구성품 

① D-Link DIR-825 

② 안테나 2개 (SMA 탈부착식) 

③ 전원어댑터 1개 (12V 2A) 

④ 랜케이블 1개 (1.5m 다이렉트) 

⑤ 설치CD 1장 

⑥ 빠른 설치 가이드 1부 

⑦ 미끄럼 방지 고무받침 1SET 

⑧ 벽걸이용 나사 1SET 

⑨ 거치대 1개 

 



각 부 명칭 및 동작상태(전면부) 3 

 

 

 

 

 

 

 

 

 

 

 

 

 

 

 

 

 

 

 

 

구분 내용 푸른색 점멸 주황색/꺼짐 

전원 & CPU 전원 및 CPU 동작상태 정상 · CPU 동작불량 

인터넷 인터넷 연결상태 정상 데이터 전송 연결 안됨 

2.4GHz 무선 2.4GHz 무선상태 정상 무선사용 무선기능 사용안함 

5GHz 무선 5GHz 무선상태 정상 무선사용 무선기능 사용안함 

LAN 1~4 PC 연결상태 정상 데이터 전송 연결 안됨 

USB포트 USB 포트 사용상태 정상 · 연결 안됨 

 



각 부 명칭 및 동작상태(후면부) 4 

 

 

 

 

구분 연결 및 사용 

LAN 1~4 유선으로 사용할 PC를 랜케이블로 연결합니다. 

INTERNET(WAN) 인터넷 회선을 연결합니다. 

USB 포트 공유해서 사용할 USB장비를 연결합니다.(프린터, 외장하드 등) 

RESET DIR-825 를 초기화합니다. 

전원(12V 2A)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 DIR-825 초기화방법 

1. DIR-825 에 전원어댑터만 연결합니다. 

2. RESET 버튼을 10초간 눌렀다가 떼어줍니다. 

3. DIR-825 가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2분 정도 기다립니다. 



DIR-825 기본 랜케이블 연결하기 5 

외장형모뎀, DIR-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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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를 LAN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번호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회선이란? 

1. 기존 인터넷이 되는 PC에 연결된 랜케이블을 의미합니다. 

2. 별도의 외장형모뎀이 있는 경우, 외장형모뎀의 LAN 포트에 연결된 랜케이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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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랜케이블을 연결하신 후 다음 순서데로 전원을 연결합니다. 

1. 외장형모뎀을 먼저 켜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외장형모뎀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DIR-825 전원을 켜고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2. DIR-825 전원을 켜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3. PC의 전원을 켭니다. 

 

※ 대부분의 인터넷회선이 케이블방식으로 제공되며, DIR-825의 기본값이 케이블방식으로 설

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하여 인터넷이 되면, 본 메뉴얼의 인터넷 기본설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무선설정만 메뉴얼을 참고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DIR-825 설정 접속하기 6 

DIR-825 펌웨어에 접속하여 1)인터넷 기본설정 2)무선설정 3)기타 고급설정 4)상태확인이 

가능합니다. 펌웨어 설정을 하실 때는 유선랜으로 연결된 PC에서 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실행하여 주소에 192.168.0.1 을 입력하고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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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명 : [관리자] 선택.      2)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입력.(기본값은 없습니다.) 

  3)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하단의 보안문자를 입력. (대,소문자 구분은 없습니다.) 

 

 

3. 아래와 같이 DIR-825 설정(펌웨어)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7 

기본 인터넷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연결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빠른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연결 직접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인터넷 연결 타입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기본값 : 유동IP) 

 

※ “내 인터넷 연결” 선택기준 

유동 IP (DHCP) 케이블방식의 인터넷 

KT FTTH 광랜, VDSL, 자동접속ADSL 

SK 브로드밴드 광랜, 케이블, 자동접속ADSL 

파워콤 광랜, 케이블 / 지역 케이블 

PPPoE 수동접속ADSL 인터넷 KT / SK브로드밴드의 수동접속 ADSL 

고정 IP 고정IP 인터넷 인터넷회사의 고정IP서비스 / 학교 / 회사망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8 

 

 

여러 DNS서버에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피싱사이트로 의심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내부PC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인터넷 피싱 : 메일이나 게시판의 링크를 통해 기존 은행등의 금융기관 사이트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을 의미합니다. 

 

2-1. 유동 IP (DHCP) 선택시 

 

<설정방법> 

1. [사용자 PC의 MAC주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인터넷] 9 

2-2. PPPoE (사용자명/비밀번호) 선택시 

 

<설정방법> 

1. 사용자명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은 접속아이디(ID)를 입력합니다. 

2. 비밀번호/비밀번호 확인란에 접속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상단의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고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요옵션설명> 

1. 재연결모드 (※PPPoE 방식은 일정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끊기는 특징) 

  1) 항상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DIR-825가 항상 재접속하여 유지합니다. 

  2) On demand :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재접속합니다. 

  3) 수동 : 인터넷이 끊기면 펌웨어 설정에서 수동으로 재접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2. 최대 휴지시간 : 지정된 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을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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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정 IP 선택시 

 

<설정방법> 

인터넷 서비스 회사 / 학교 및 회사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받은 

1. IP주소 / 서브넷 마스크 / 기본 게이트웨이 / DNS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상단의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고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4. PPTP / L2TP 선택시 : VPN 인터넷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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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무선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는 부분은 별도의 

“빠른 설치 가이드” 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선 설정도 유선랜으로 연결된 PC에서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후, 무선을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WPS 무선 장비 추가]기능은 수동무선설정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수동 무선 네트워크 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 DIR-825는 2.4GHz 와 5GHz 무선대역폭을 동시에 지원하여 각각의 설정을 제공합니다. 

※ DIR-825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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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시더라도 본 설정을 통해 무선기능을 끄거나 무선보안설정은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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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GHz 무선설정 

 

<설정방법> 

1. 무선 활성화 : 체크시 무선기능이 켜집니다. 

   “Always”는 무선이 항상 동작합니다. [신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쥴을 만들경우, 

   지정한 일정에만 무선이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무선 네트워크 이름 : PC에서 주변 무선 검색시 보이는 무선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dlink 로 되어 있으며, 주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영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3. 802.11 Mode : 2.4GHz 에서 사용할 무선프로토콜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① 802.11b only : 무선 11Mbps 성능의 802.11b 전용으로 동작 

② 802.11g only : 무선 54Mbps 성능의 802.11g 전용으로 동작 

③ 802.11n only : 무선 300Mbps 성능의 802.11n 전용으로 동작 

④ Mixed 802.11g and 802.11b : 802.11g 와 802.11b 가 동시에 지원되도록 동작 

⑤ Mixed 802.11n and 802.11g : 802.11n 과 802.11g 가 동시에 지원되도록 동작 

⑥ Mixed 802.11n, 802.11g and 802.11b : 세가지 무선이 모두 지원되도록 동작 

 

4. 자동채널스캔설정 : 무선데이터 송수신에 사용할 무선채널을 DIR-825가 자동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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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채널 : “자동채널스캔설정” 체크해제시 활성화되며, 1~13번 채널중 선택한 고정채널로  

무선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6. 채널간격 

① 20MHz : 802.11b 와 802.11g 프로토콜만 사용할 경우 선택합니다. 

② Auto 20/40MHz : 802.11n 을 함께 사용할 경우 선택합니다. 

   (※802.11n 의 경우 20MHz 채널간격으로 설정되면 최대 130Mbps 로만 연결됩니다.) 

 

7. 무선 네트워크 이름 숨김 :“사용”에 체크시 무선이름을 감출 수 있어 무선보안이 설정되지 

외부에서 임의로 접속함을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도 SSID를 

수동으로 입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안함” 으로 하시고 외부접속차단은 무선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이란? 

노트북을 비롯한 무선으로 연결하려는 PC에서 주변무선검색을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검색

되는 이름을 말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무선 설정] 14 

1-2. 5GHz 무선설정 

 

<설정방법> 

1. 무선 활성화 : 체크시 무선기능이 켜집니다. 

   “Always”는 무선이 항상 동작합니다. [신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쥴을 만들경우, 

   지정한 일정에만 무선이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무선 네트워크 이름 : PC에서 주변 무선 검색시 보이는 무선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dlink_media 로 되어 있으며, 주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영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3. 802.11 Mode : 2.4GHz 에서 사용할 무선프로토콜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① 802.11n only : 무선 300Mbps 성능의 802.11n 전용으로 동작 

② 802.11a only : 무선 54Mbps 성능의 802.11a 전용으로 동작 

③ Mixed 802.11n and 802.11g : 802.11n 과 802.11a 가 동시에 지원되도록 동작 

 

4. 자동채널스캔설정 : 무선데이터 송수신에 사용할 무선채널을 DIR-825가 자동으로 결정 

 

5. 무선채널 : “자동채널스캔설정” 체크해제시 활성화되며, 선택한 고정채널로 무선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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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널간격 

① 20MHz : 802.11a 프로토콜만 사용할 경우 선택합니다. 

② Auto 20/40MHz : 802.11n 을 함께 사용할 경우 선택합니다. 

   (※802.11n 의 경우 20MHz 채널간격으로 설정되면 최대 130Mbps 로만 연결됩니다.) 

 

7. 무선 네트워크 이름 숨김 :“사용”에 체크시 무선이름을 감출 수 있어 무선보안이 설정되지 

외부에서 임의로 접속함을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도 SSID를 

수동으로 입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안함” 으로 하시고 외부접속차단은 무선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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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선보안설정(2.4GHz / 5GHz 공통) 

DIR-825 는 기본 수준인 WEP-64bit, WEP-128bit 부터 고급 수준의 WPA, WPA2 까지의 

무선보안을 지원합니다. 물론, 연결하려는 PC의 무선랜카드도 설정한 보안방식을 지원하여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802.11n 은 WPA 이상의 보안모드를 지원하여 WEP 로 설정할 경우 

무선연결은 가능하지만 무선속도가 54Mbps 급으로 제한됩니다.) 

 

DIR-825 는 출하시 무선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무선기능이 동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 무선사용자면 누구든 DIR-825 에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선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 무선활성화 옵션에 체크를 풀어 무선기능을 끄거나 

 2) 본 내용을 참고로 무선보안을 설정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1. None : 무선보안이 없습니다. (외부 무선사용자의 무단접속이 가능합니다.) 

 

2. WEP : 가장 기본단계의 보안방식입니다. 보안키 길이에 따라 64bit 와 128bit 로 나뉩니다. 

 

3. WPA-Personal : WPA 의 개인용 보안방식입니다. WPA 와 WPA2 방식으로 나뉩니다. 

 

4. WPA-Enterprise : WPA 의 기업용 보안방식입니다. WPA 와 WPA2 방식으로 나뉘며 

                    별도의 RADIUS 서버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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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P 선택시 

 

1. WEP Key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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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보안키를 WEP Key 1 ~ 4 까지 4개를 지정해 두었을 경우, 현재 적용할 

   보안키를 선택합니다. 

 

3. 인증 : 기본값인 “오픈” 으로 둡니다. 

 

4. WEP Key # : WEP Key 길이의 기준에 맞추어 최대 4개까지 입력해 둘 수 있으며  

실제 적용되는 보안키는 “디폴트 WEP Key” 에서 선택한 값이 적용됩니다. 

 

※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의 [설정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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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PA-Personal 선택시 

WEP 보안에 비하여 설정은 간편하고, 보안수준은 높습니다. 

※ 802.11n 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WPA 혹은 WPA2 모드의 AES 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WPA Mode 

① WPA2 only : 보안키가 WPA2 모드로만 동작합니다. 

② WPA only : 보안키가 WPA 모드로만 동작합니다. 

③ 자동(WPA or WPA2) : 무선랜카드에 따라 WPA, WPA2 모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암호화 유형(802.11n 은 “AES” 나 “TKIP and AES” 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① TKIP : TKIP 방식으로 암호화됩니다. 

② AES : AES 방식으로 암호화됩니다. 

③ TKIP and AES : 무선랜카드에 따라 TKIP, AES 암호화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그룹키 업데이트 주기 : 지정된 시간마다 암호조합을 변경합니다. 기본값으로 두면 됩니다. 

4. Pre-Shared Key : 숫자, 영문 관계없이 자유롭게 8~63 자리로 된 보안키를 입력합니다. 

 

※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의 [설정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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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PA-Enterprise 선택시 

WPA 의 기업용 보안방식으로 별도의 RADIUS 서버를 필요로 합니다. 

 

1. “WPA Mode / 암호화 유형 / 그룹키 업데이트 주기” 항목은 WPA-Personal 과 동일합니다 

 

2. EAP(802.1X) 

  : 관리자를 통하여 각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RADIUS 서버 IP 주소 / RADIUS 서버 포트 및 RADIUS 서버 Shared Key 를 입력합니다. 

 

3. [고급]버튼을 클릭하면 2차 RADIUS 서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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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S 무선장비 추가] 기능 

WPS 는 무선연결 및 보안설정을 PIN 코드 혹은 버튼을 이용하는 PBC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 [WPS 무선 장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자동” 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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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PIN 방식 : 무선랜카드에 부여된 숫자로 된 PIN 코드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하면 

     무선연결 및 보안설정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② PBC 방식 : 무선랜카드 자체에 장착된 버튼이나 무선랜 관리프로그램에 있는 “PBC”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PBC 방식을 선택하고 [연결]버튼을 클릭 

    하면 120초간의 대기시간이 진행되고 이 시간내에 무선랜카드의 WPS 버튼 혹은  

    유틸리티 내의 WPS 버튼을 클릭하면 무선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무선보안 역시  

    자동으로 무선랜카드가 지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모드로 자동설정됩니다. 

 

※ PBC 방식 선택시 아래와 같이 120초간의 대기 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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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DIR-825 동작방식을 선택합니다. 

2. DIR-825 공유기 IP 주소(기본게이트웨이)를 변경합니다. (기본값 : 192.168.0.1) 

3. DHCP(IP주소 자동할당)기능 사용 여부 결정 및 할당 IP주소 범위 변경 

4. DHCP 로 할당되는 IP주소 예약 설정. (고정IP처럼 사용하기) 

 

1. DIR-825 동작방식의 선택 

 

① Router Mode : 일반적인 인터넷 공유기능으로 동작합니다. 

         기본IP주소는 192.168.0.1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AP Mode : 인터넷 공유기능은 꺼지고 유무선 엑세스 포인트 기능으로 동작합니다. 

          기본IP주소가 192.168.0.50 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③ Auto Mode : 인터넷 공유기능으로 동작하다가 INTERNET 포트로 사설IP주소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AP모드로 변경됩니다.  사용하던 기존 공유기에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필요한 설정입니다. 기본IP주소는 AP Mode 와 동일한 192.168.0.50 으로 

     변경됩니다. 

 

※ AP Mode 나 Auto Mode 로 사용하다가 다시 Router Mode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DIR-825 를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 초기화방법 

1. DIR-825 에 전원만 연결합니다. 

2.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어줍니다. 

3.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약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초기화하면 기존에 설정했던 값들은 모두 지워지고 공장출하 기본값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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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기 설정 

 

① 공유기 IP 주소 : DIR-825 의 기본 주소이며, PC의 기본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② 서브넷 마스크 : DIR-825 의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③ Device Name : 펌웨어 설정 접속시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란에 

     공유기 IP주소인 192.168.0.1 을 입력하지 않고 dlinkrouter 라고만 입력하여도  

     펌웨어 접속이 가능합니다. 

④ 로컬 도메인 이름 : 옵션사항으로 로컬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도메인명을 지정합니다. 

⑤ DNS 릴레이 설정 : 외부 DNS서버로부터 도메인명을 불러와 사용합니다. 

 

<공유기 IP 변경예> 

공유기 IP 주소를 192.168.10.1 로 변경할 경우 

① PC가 할당받는 IP주소가 192.168.10.XXX 식으로 변경됩니다. 

② PC의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가 192.168.10.1 로 변경됩니다. 

③ DIR-825 의 펌웨어 설정 주소가 192.168.10.1 로 변경됩니다. 

 

<적용사례> 

IP주소 대역이 192.168.0.xxx로 동일한 두 대의 공유기를 연결할 경우, 둘 중 한 대의  

공유기 IP 주소를 변경하여 IP주소 대역이 서로 달라야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예) 일부 고시원, 기숙사에서 공유기를 통해 각 방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 기존 사용하는 공유기에 추가로 공유기를 설치하여 확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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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HCP 서버 설정 

 

① DHCP 서버 설정 : 각 PC에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여 별도의 설정이 없더라도 

 랜케이블만 연결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크 해제시, 각 PC마다  

 IP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② DHCP IP 주소 범위 : 자동으로 할당할 때, 사용할 IP주소 범위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이 192.168.0.100 ~ 199 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PC는 이 범위안의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③ DHCP 대역 기간 : 지정된 시간이 만료되면 PC에 자동으로 할당된 IP주소가 변경됩니다. 

    1~65535 (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NetBIOS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체크하고 각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설정이 변경된 후에는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재부팅 후에 적용됩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설정] - [네트워크 설정] 25 

4. 추가 DHCP 보유 및 기타 

등록한 PC는 DHCP 대여 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IP주소를 할당받게 됨으로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1. “동적 DHCP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등록할 PC의 Reserve(예약) 를 클릭합니다. 

2. “추가 DHCP 보유” 항목에 해당 값들이 자동 입력되며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DHCP 주소 보유 리스트” 에 추가됩니다. 

4.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합니다. 

※ 아래와 같이 등록된 PC는 항상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면 해당리스트를 수정,  를 클릭하면 해당리스트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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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에 장착된 USB 포트 기능을 관리합니다. 

 

1. USB 지정 

① SharePort : USB 포트를 USB 장치(USB 프린터, 스캐너, 외장하드 등)를 공유하여 사용 

   하도록 설정합니다.  

(※ 각 PC에 디링크가 제공하는 USB SharePort Utility 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3G USB 어댑터 : 3G 지원 USB 무선 어댑터를 장착하여 무선인터넷을 공유합니다. 

    (※ 현재, 국내에는 3G 지원 모델이 없습니다.) 

③ WCN 설정 : Windows Connect Now 기술의 약자로, 무선설정값을 USB 메모리로 저장한 

후, WCN이 지원되는 무선장비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2. 게스트존을 위한 공유포트 활성화 

  DIR-825 는 듀얼SSID 기능을 지원하여 한 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체크하여야 게스트존으로 접속한 사용자도 USB 장치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존에 대한 설정은 [고급]-[게스트 영역]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USB SharePort Utility 는 디링크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www.mydlink.co.kr 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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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에 연결된 PC를 FTP서버, 웹서버 등으로 구축하여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 개의 포트를 여러 대의 PC에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설정방법> 

1. 이름 : [응용프로그램 이름] 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없을 경우, 임의로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 기본 입력되어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TELNET HTTP HTTPS FTP 

DNS SMTP POP3 H.323 

REMOTE DESKTOP PPTP L2TP Wake-On-Lan 

- HTTP : 일반 웹서버                                 - FTP : FTP 파일서버 

- REMOTE DESKTOP : 윈도우 지원 원격데스크탑     - Wake-On-Lan : 원격부팅 

 

2. 포트(공인 포트/사설 포트) : [응용프로그램 이름]에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포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별도의 포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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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콜 :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TCP/UDP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Both를 선택하시면 두 프로토콜이 모두 적용됩니다. 

 

4. 스케쥴 : 기본값은 “Always” 로 항상 해당 서버기능이 동작합니다.  

   스케쥴은 [도구]-[스케쥴] 메뉴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스케쥴을 선택하면  

   지정된 일정에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IP 주소 : 서버로 사용할 PC를 [컴퓨터 이름]에서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설IP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 [컴퓨터 이름] 에는 고정IP로 설정한 PC 나 DHCP 대여기간이 만료된 PC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6. 수신필터 : 서버접속을 모두 허용하거나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고급]-[수신필터] 메뉴에서 규칙을 만들 경우 해당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이 완료되면 리스트에 체크하고 상단의 [설정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됩니다. 

 

<설정예 1> 

192.168.0.10 이라는 IP주소를 가진 PC에 대해 FTP 서버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① [응용프로그램 이름]에서 “FTP”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IP 주소”에 “192.168.0.10”을 입력합니다. 

③ 리스트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상태]-[장비정보]-[WAN] 의 공인IP주소로 접속하면 

 내부 FTP 서버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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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예 2> 

192.168.0.20 이라는 IP주소를 가진 PC에 대해 베틀넷을 위하여 6112 포트를 열어줄 경우 

 

① “이름” 에 임의로 “Battlenet”을 입력합니다. 

② 포트(공인 포트/사설 포트) 를 “6112” 번으로 입력합니다. 

③ 프로토콜은 “Both” 로 선택합니다. 

④ “IP 주소”에 “192.168.0.20”을 입력합니다. 

⑤ 리스트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 베틀넷은 예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베틀넷 관련하여 방화벽 해제는 [고급]-[방화벽 설정]  

에 있는 “DMZ 호스트 설정”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한 개의 포트를 여러 대의 PC(192.168.0.10 과 192.168.0.20) 에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

니다. 아래와 같은 설정은 불가능하며 “경고메세지” 를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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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PC에 여러 개의 포트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가상서버와 다른 점은 가상서버는 

한대에 한개의 포트(단일포트)만 열어주지만 포트포워딩은 범위를 포함한 여러개의 포트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이름 : [응용프로그램 이름] 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Starcraft),  

         워크래프트3(Warcraft III) 등을 포함한 90여개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2. 오픈포트(TCP/UDP) :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포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임의로 지정하실 경우에는 사용하는 포트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단일 포트를 여러 개 입력하실 때 : 80, 88, 8080 식으로 ,(쉼표) 를 이용하여 구분 

   - 범위로 된 포트를 입력하실 때 : 6112-6118 식으로 -(대시) 를 이용하여 구분합니다. 

 

3. 스케쥴 : 기본값은 “Always” 로 해당규칙이 항상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케쥴은 [도구]-[스케쥴] 메뉴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스케쥴을 선택하면  

   지정된 일정에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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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주소 : 해당포트를 열어줄 PC를 [컴퓨터 이름]에서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PC의 사설IP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컴퓨터 이름]에는 고정IP주소로 설정한 PC나 DHCP 대여기간이 만료된 PC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수신필터 : 기본값은 “모두 허용”으로 외부의 모든 접속을 허용합니다.  

  [고급]-[수신필터] 메뉴에서 필터규칙을 추가하시면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됩니다. 

 

 

<설정예> 

192.168.0.10 이라는 IP주소를 가진 PC에 Starcraft 베틀넷을 위한 방화벽을 해제할 경우 

 

① [응용프로그램 이름]에서 “Starcraft” 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오픈포트(TCP/UDP) 값이 입력됩니다. 

② IP 주소에 192.168.0.10 을 입력합니다. 

③ 리스트에 체크하고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가상서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응용프로그램 혹은 동일한 포트를 두 대 이상의 PC에  

동시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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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버와 포트포워딩이 지정한 PC에만 적용되는 방화벽 해제기능인 반면, “응용프로그램 

규칙”은 해당 서비스를 먼저 사용한 PC가 방화벽 해제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1. 이름 : [응용프로그램 이름]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2. 포트(트리거/방화벽) :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포트가 자동입력되며  

임의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포트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 단일포트로 여러 개를 입력할 경우 : 80,88,8080 식으로 ,(쉼표) 를 이용하여 구분입력 

   - 범위로 포트를 입력할 경우 : 6881-6889 식으로 –(대시) 를 이용하여 구분입력 

 

3. 트래픽 종류 :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할 프로토콜(TCP/UDP/모두) 중에 선택합니다. 

 

4. 스케쥴 : 기본값은 “Always” 로 해당규칙이 항상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케쥴은 [도구]-[스케쥴] 메뉴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스케쥴을 선택하면  

   지정된 일정에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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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엔진은 다음 두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업링크 속도 제어 : 연결된 PC마다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업링크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 기능은 한 PC가 과도한 파일 전송중에도 다른 PC들이 원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QoS 엔진 : 지정한 트래픽을 우선 전송하여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DIR-825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온라인게임 및 VoIP(인터넷전화) 데이터를  

우선 전송하여 온라인게임의 랙발생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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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래픽 세이빙 설정 : 업링크 속도제어 및 QoS 엔진의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시 사용) 

 

2. 자동 업링크 속도 : 인터넷 회선의 최대 속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업링크 속도를 

 계산합니다. 

 

3. 수동 업링크 속도 : “자동 업링크 속도” 체크 해제시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업링크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선택값은 128kbps ~ 2048kbps(2Mbps) 까지입니다. 

  ② 최대 업로드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방법) 1024kbps = 1Mbps 이므로 

               업링크 속도를 최대 10Mbps 로 제한하려면 

               1024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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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에 사용하는 PC의 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업로드 20Mbps 회선에서 5대가 동시에 사용한다면 4Mbps(=4096kbps)로 입력하면 

   각 PC가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QoS 엔진 설정 : QoS 기능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시 사용) 

 

5. 자동 분류 : DIR-825 가 자동으로 우선 순위 데이터를 감지하도록 합니다. 

자동분류 체크시,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임 데이터와 VoIP(인터넷 전화) 데이터를 우선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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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oS 엔진 규칙 

  지정한 외부IP주소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지정한 내부PC로 우선 전송하도록 

규칙을 만듭니다. 

 

① 이름 : 규칙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② 우선순위 : 1~255 까지 순위 지정이 가능하며, 1 이 최우선 순위에 해당합니다. 

  

③ 프로토콜 :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선택값 : TCP/UDP/Both/ICMP/Other)  

- TCP : TCP 프로토콜 - UDP : UDP 프로토콜 

- Both : TCP/UDP 프로토콜 - ICMP : ICMP 프로토콜 

- Other : 그 외 프로토콜로 해당 프로토콜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로컬 IP 범위 : 해당 규칙을 적용할 DIR-825 에 연결된 PC의 사설IP주소 혹은 

 범위를 입력합니다. 

 

⑤ 로컬 포트 범위 : 해당 규칙을 적용할 내부 포트 범위를 입력합니다. 

 

⑥ 원격지 IP 범위 : 해당 규칙을 적용할 외부IP 주소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⑦ 원격지 포트범위 : 해당 규칙을 적용할 외부 포트 범위를 입력합니다. 

 

※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리스트에 체크 후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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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장착된 랜카드의 MAC주소를 등록하여 해당 PC의 공유기 접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접속

을 허용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선, 무선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1. [MAC 필터링 설정] 값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① MAC 필터링 비활성화 : 네트워크 필터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MAC 필터링 ALLOW 옵션으로 PC들의 네트워크 접속 허용 :  

리스트에 등록된 PC의 펌웨어 설정 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허용합니다. 

③ MAC 필터링 DENY 옵션으로 PC들의 네트워크 접속 차단 : 

 리스트에 등록된 PC의 펌웨어 설정 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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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입력됩니다. 

그러나, DHCP 대여 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정IP로 설정한 PC는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이러한 경우 각 PC에서 MAC 주소를 직접 확인하여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PC MAC 주소확인 방법은 다음 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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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에서 MAC 주소 확인하는 방법 

①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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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주소가 윈도우상에서는 “00-00-00-00-00-00” 식으로 표기되지만 실제 입력하실 때는 

“00:00:00:00:00:00” 식으로 :(콜론) 을 이용하여 구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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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과 같이 무선랜이 내장된 경우에는 “무선 네트워크 연결” 의 “Physical Address” 는 

무선랜카드의 MAC주소를 의미하므로, MAC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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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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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네트워크 필터 옵션을 “MAC 필터링 DENY ... 네트워크 접속 차단” 을 선택합니다. 

② “DHCP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해당 PC를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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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 해당 리스트를 삭제하려면 오른쪽의 [삭제]버튼을 클릭하고 [설정 저장]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등록하면 해당 PC는 인터넷이 아래와 같이 차단되며, 공유기 펌웨어 설정 접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외엔 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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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PC에 대해 특정 사이트의 접속(혹은 차단), 기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속(혹은 차

단) 규칙을 지정합니다. 

 

 

1. 접근제어에 체크하고 [정책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설정 단계를 보여줍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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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의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TEST) 

 

4. 본 규칙이 적용될 스케쥴을 선택합니다. 

Always(항상 적용) / Never(미적용) / 새로운 규칙 지정(스케쥴을 추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5. 규칙을 적용할 PC를 선택 혹은 직접 입력한 후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를 등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IP 선택 :  PC의 IP주소를 등록 이용하여 제어합니다. 

MAC 선택시 :  PC의 MAC주소를 등록 이용하여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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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터링 방법을 선택합니다. 

 

① 웹 접속 로그만 : 체크시 해당PC는 [상태]-[로그]에서 웹접속 관련 내용만 볼수있습니다 

   ※ [상태]-[로그] 에는 공유기동작상태/디버그 정보/공격/패킷 등 모든 내용이 기록됩니다 

 ② 모든 접속 차단 : 체크시 해당PC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접속이 차단됩니다. 

 ③ 일부 접속 제한 : 위 그림처럼 “웹필터 적용” 과 “고급포트 필터 적용” 으로 나뉘어  

    세부적인 접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접속 제한 – 웹필터 적용> 

[고급]-[웹사이트 필터]에 등록된 차단/허용 규칙을 적용하게 되며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① 웹 접속 로그” 와 동일한 내용의 설정이 나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정책테이블”에 추가됩니다. 

 

버튼 클릭시 정책수정, 버튼 클릭시 정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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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접속 제한 – 고급 포트 필터 적용> 

내부PC가 외부(목적지)로 접근함을 차단합니다. 차단 규칙에 사용되는 요소는 

외부IP주소 범위 / 프로토콜 / 포트번호를 이용합니다. 

 

[내부PC] → [외부PC] 접속을 차단할 외부IP주소의 범위를 입력하고 리스트에 체크 후 

[저장]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정책테이블”에 추가됩니다. 

 

버튼 클릭시 정책수정, 버튼 클릭시 정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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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웹사이트(URL, 도메인) 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등록한 웹사이트로만 접근하도록 

설정합니다. 본 기능은 [접속 제어]에서 [일부 접속 제한]-[웹필터 적용] 을 통해 동작합니다. 

 

1. 웹사이트 필터 설정 :  

① 차단(DENY) 사이트 리스트 : 등록된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② 허용(ALLOW) 사이트 리스트 : 등록된 사이트 접근만 가능합니다. 

 

2. 웹사이트 URL / 도메인 

  차단 혹은 허용할 사이트의 URL 이나 URL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합니다. 

 

※ 본 필터리스트에 차단(혹은 접속)할 사이트를 등록하신 후 [접속제어]를 통해 적용합니다. 

 

<설정예> 

구글(www.google.co.kr) 의 접속을 차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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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웹사이트 필터 설정을 “차단(DENY) 사이트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② 리스트에 차단할 URL 을 등록합니다. 

     “www.google.co.kr” 처럼 도메인명 전체나 “google” 처럼 단어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 www.google.co.kr 로 입력하실 경우에는 www.google.com 의 접속은 가능합니다. 

③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를 저장합니다. 

 ④ [고급]-[접속제어] 메뉴로 이동합니다. 

⑤ “접근제어”에 체크 후 [정책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마법사를 진행합니다. 

⑥ “STEP 4 : 필터링 방법 선택” 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접속 제한]-[웹필터 적용] 에 체크하고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⑦ 해당 PC가 구글(www.google.co.kr)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웹브라우저에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뜨면서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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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공인IP주소를 체크하여 내부PC(서버)로 접근에 대해 허용 혹은 차단합니다. 이 규칙을 

[가상서버] 나 [포트포워딩] 등의 기능에 포함된 “수신필터”에 적용하여야 동작합니다. 

 

1. 이름 : 규칙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2. 동작 : 해당IP주소로부터의 접근을 허용 혹은 거부합니다. 

  ① 허용 : 해당IP주소를 가진 사용자(PC)는 접속을 허용합니다. 

  ② 거부 : 해당IP주소를 가진 사용자(PC)는 접속을 차단합니다. 

3. 원격지IP범위 : 외부의 공인IP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① 1개의 IP주소만 등록할 경우에는 “시작IP주소”와 “마지막IP주소”를 동일하게 입력 

     예) 123.123.123.10 만 등록하려면 123.123.123.10 ~ 123.123.123.10 

  ② 해당 IP주소 대역 모두를 등록할 경우에는 IP주소의 마지막 자리를 1~254 로 입력 

     예) 123.123.123.xxx 를 모두 등록하려면 123.123.123.1 ~ 123.123.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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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내부PC를 FTP 서버로 구축하고 외부의 공인IP주소가 123.123.123.5 인 PC만 접속을 허용 

 

① 위와 같이 이름은 임의로 지정(예, FTP접속허용)하고 동작을 “허용”으로 선택합니다. 

② 접속을 허용할 외부의 공인IP주소를 입력합니다.(예, 123.123.123.5)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IP주소를 입력하려면 123.123.123.1 ~ 123.123.123.254 라고 입력 

   하시면 됩니다. 

③ 리스트에 체크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수신필터 규칙리스트”에 추가됩니다. 

④ 이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가상서버] 기능에 적용합니다. 

 

※ 위와 같이 [수신필터]를 적용하면 해당IP주소를 가진 사용자만 내부서버로 접속이 가능 

합니다. 

 

※ 반대로 [수신필터] 동작을 “거부” 로 하면 해당IP주소를 가진 사용자는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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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관련 설정을 합니다. 

베틀넷을 위한 DMZ 호스트 설정(방화벽 해제) / SPI 및 ANTI-SPOOF 기능을 통한 해킹방지 

기능 사용여부 / 특정 프로토콜 데이터에 대한 흐름제어를 제공합니다. 

 

1. SPI 설정 

SPI 는 DIR-825가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데이터(패킷)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해킹으로 

의심되는 데이터(패킷)을 차단합니다. (체크시 패킷 검사 사용) 

 

 

2. 방화벽 설정 

 

 ① UDP 엔드포인트 필터링 :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신되는 패킷을 제어합니다. 

 ② TCP 엔드포인트 필터링 :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신되는 패킷을 제어합니다. 

 ③ 각 선택옵션 

   Endpoint Independent : 

외부의 요청에 대해 해당 패킷을 송신하는 모든 권한을 PC가 갖습니다. 

   주소가 제한되었습니다 :  

외부의 IP주소를 체크하여 한번 연결이 이루어진 요청만 통과시킵니다. 

   제한된 포트와 주소 :  

외부의 IP주소와 포트번호를 모두 체크하여 한번 연결이 이루어진 요청만 통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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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TI-SPOOF 확인 

DIR-825가 수신되는 패킷을 분석한 후, IP주소를 체크하여 의심되는 IP주소로부터 오는 

패킷을 차단합니다.(체크시 패킷 검사 사용) 

 

 

4. DMZ호스트 

지정한 PC에 대해 방화벽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DMZ 호스트 설정은 한 대의 PC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DMZ 설정에 체크합니다. 

② DMZ IP 주소 : 

 연결된 PC중 방화벽을 해제할 PC를 “컴퓨터이름” 리스트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IP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컴퓨터이름”에는 고정IP로 설정한 PC나 DHCP 대여기간이 만료된  

PC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③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적용됩니다. 

 

※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베틀넷에서 일반 플레이는 상관없으나 방을 만들어 방장권한 

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DMZ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DMZ 설정을 적용하는 PC는 고정IP주소로 설정하거나 DHCP 주소보유 리스트에 등록하여  

임의로 IP주소가 변경됨을 방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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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플리케이션 계층 게이트웨이(ALG) 설정 

 PPTP / IPSec / RTSP / SIP 라는 특정 프토로콜을 이용하는 패킷 혹은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자동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시 해당 패킷은 검사없이 통과시킵니다.) 

 

① PPTP : 체크시 PP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VPN 패킷은 검사없이 통과시킵니다. 

② IPSec(VPN) : 체크시 IPSec 을 사용하는 모든 VPN 패킷은 검사없이 통과시킵니다. 

③ RTSP : 체크시 RTS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동영상 패킷은 검사없이 통과시킵니다. 

        참고로, QuickTime 과 Real Player 가 RTS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④ SIP : 체크시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VoIP 패킷은 검사없이 통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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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공유기(혹은 라우터)가 있을 때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 라이팅 규칙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2. 목적지 IP : 접속하려는 외부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3. 넷마스크 : 해당 IP 대역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4. 게이트웨이 : 외부PC에 접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게이트웨이 주소입력합니다. 

 

5. 메트릭 : 목적지 IP에 도달할 때까지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갯수를 입력합니다. 

 

6. 인터페이스 : “WAN” 포트를 의미합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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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메트릭은 DIR-825 와 라우터A  

를 포함한 2가 됩니다. 

 ② PC2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0.1 을 통과해야 하며, 메트릭은 DIR-825 와 라우터B 

    를 포함한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해당 규칙으로 경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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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GHz 및 5GHz 무선에 대한 고급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4GHz 와 5GHz 각각의 설정 항목 및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출력파워 : 무선신호의 강도를 [높음/중간/낮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선신호 강도가 강하면 그만큼 노이즈도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무선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은 최소 2~3m 이상의 거리부터 최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근거리에서 무선을 사용하실 경우 중간 혹은 낮음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컨(beacon) 주기 : 단위는 ms(밀리세컨, 1/100초)이며,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무선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3. RTS 값 : 지정된 값보다 큰 패킷을 보낼 경우, RTS/CTS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① RTS : 공유기가 무선PC로 보내는 “다른쪽으로 무선이 사용중입니까?” 라는 신호입니다. 

  ② CTS : RTS 신호를 받은 무선PC가 공유기로 보내는 “사용중이 아니니 전송해도 됩니다.” 

           라는 뜻의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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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그멘테이션 값 : 무선 패킷의 1회 전송크기를 의미합니다.  

 

4. DTIP 주기 : DTIM 의 역할은 무선랜은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슬립모드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DTIM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슬립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값은 횟수를 의미하며 지정된 비컨(Beacon) 주기 동안에 몇 번의 DTIM 신호를 보낼 것인 

  지를 결정합니다. 

 

5. WLAN 분리 : DIR-825 에 연결된 유선PC 및 무선PC 간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합니다. WLAN 분리는 유선PC와 무선PC간의 

공유가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6. WMM 설정 : 무선QoS 기능이라고도 하며, 무선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Short GI : 짧은 프리엠블이라고 하며, 체크해제시 긴 프리엠블로 무선 패킷을 송신합니다. 

 

※ 고급무선부분은 상기 내용처럼 변경은 가능하나 기본값으로 두시길 권장합니다. 

 

※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공유기를 초기화하면 모든 값들을 

공장 초기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DIR-825 초기화 방법 

1. DIR-825 에 전원만 연결합니다. 

2. 뒷면의 RESET 버튼을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어줍니다. 

3.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약 3분 정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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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PS 기능을 사용 혹은 사용안함을 결정합니다. 

② WPS 기능 중 PIN 코드 방식에 사용되는 PIN 코드를 생성합니다. 

③ [설정]-[무선 설정]-[WPS 무선 장비 추가] 기능과 동일하게 무선을 연결합니다. 

 

 

1. WI-FI PROTECED 설정 : WPS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시, DIR-825 측면에 

   있는 WPS-PBC 버튼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2. PIN 설정 : DIR-825 의 PIN 코드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PIN 코드를 무선랜카드 유틸리티중 WPS-PIN 방식에 적용하면 무선이 연결됩니다. 

 

3. [WPS 무선 장비 추가] : [설정]-[무선 설정]-[WPS 무선 장비 추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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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nP 설정 : 체크시 플러그 앤 플레이 동작을 지원합니다. 

2. WAN Ping 응답 설정 

체크 해제시 외부에서 사용자의 공인IP주소로 핑테스트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반응을 

거부함으로써 외부에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 핑테스트는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로 외부의 해커에게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해킹 시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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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이 정상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습니다.(체크시 정상적으로 테스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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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N 포트 속도 

  DIR-825 의 INTERNET(WAN) 포트의 동작 속도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인 “10/100/10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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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회선에 따라 10Mbps 회선인데 “100Mbps” 나 “자동” 으로 선택할 경우 

     정상적인 공인IP주소를 받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0Mbps 인터넷 회선인데 “10Mbps” 나 “자동” 으로 선택할 경우 역시 

     정상적인 공인IP주소를 받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터넷 회선 속도에 맞추어 WAN 포트 속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4. 멀티캐스트 스트림 설정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재생이나 음악 재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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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는 듀얼SSID 기능을 지원합니다. 

SSID 는 무선 네트워크 이름을 의미하며, 듀얼SSID 는 한 대의 공유기로 두 개의 각기 다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을 말합니다. DIR-825 는 2.4GHz 와 5GHz 무선에 대해 각각 

게스트 무선영역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의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1. 게스트 영역 동작 : 무선에 대해 게스트 영역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시 동작하며, [도구]-[스케쥴] 에서 스케쥴 규칙 추가시, 해당 일정을 선택하여  

   일정 시간만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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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 네트워크 이름 : 노트북을 비롯한 무선 PC에서 주변 무선검색시 보이는 DIR-825 의 

  게스트 영역 이름입니다. 주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영문이름으로 변경하길 권합니다. 

 

3. 영역간 라우팅 가능 : 기본값은 주 무선영역과 게스트 영역간에는 보안을 위하여 

  네트워크 공유가 안됩니다. 이 기능을 체크하여야 상호간의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해 집니다. 

 

4. 보안모드 : 주 무선영역 설정과 동일하게 [None/WEP/WPA-Personal/WPA-Enterprise] 

  무선보안 방식을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예> 

1. 고객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영역은 회사용으로 게스트 영역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용 무선 인터넷 영역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802.11n 을 300Mbps 속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선보안을 WPA 방식의 AES 로 설정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닌텐도DS 를 비롯한 일부 휴대용 무선기기가 WEP 방식만을 지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메인 무선영역은 802.11n 을 위한 WPA-AES 무선보안으로 설정하고 

  게스트 영역은 WEP 방식으로 설정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무선공유기의 경우, 단일 SSID 를 지원하기 때문에 802.11n 과 Wi-Fi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용기기가 바뀔 때마다 펌웨어 설정에서 무선보안방식을 

수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 DIR-825 는 

 [2.4GHz 대역의 무선 주영역과 게스트 영역] 

+ [5GHz 대역의 무선 주영역과 게스트 영역] 까지 최대 4개의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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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는 IPv6 를 정식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92.168.0.xxx 식의 네 자리 형태의 IP주소를 IPv4 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IPv4 는 많은 사용자로 인하여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Pv6 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IPv6 부분은 2009년 5월 현재.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인터넷 회선은 없으며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차후 공식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www.mydlink.co.kr 을 통해 설정내역 

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도구] - [관리자] 60 

1. 관리자 및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① 관리자는 모든 펌웨어의 설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펌웨어의 내용을 볼 수만 있고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시스템 이름 :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맵상에 보이는 DIR-825 의 이름입니다. 

 

아래와 같이 윈도우상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맵]에 나타나며 해당 이름(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DIR-825 의 펌웨어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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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인증 사용여부 및 원격관리 

 

 ① 그림 인증 활성화 : 펌웨어 로그인시 보안문자 입력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체크시 사용) 

<그림 인증 활성화 체크시>                    <그림 인증 활성화 해제시> 

 

 

 ② 원격 관리 설정 : 외부의 지인에게 펌웨어 설정에 대한 원격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 

 체크하면 외부에서 DIR-825 의 펌웨어 설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 원격 관리 포트 : 외부에서 접속할 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 

 - 원격 관리 Inbount Filter : [고급]-[수신필터] 규칙을 통해 원격 관리로 접속할 수 있는 

     외부 IP주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지원 요청시, 원격 관리에 체크한 후,  

원격 관리 포트번호와 [상태]-[장비정보]-[WAN] 영역의 IP주소(공인IP주소) 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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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의 시스템 시간을 조정한 후, [설정 저장]합니다. 

 

1. [시간설정]-[시간대] 를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GMT +09:00) Seoul” 로 선택합니다. 

2. 일광 절약 시간 설정 : 일명 Summer Time(서머타임), 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시간 자동 설정 : NTP 서버와 시간을 맞추고자 하면 체크후 NTP 서버를 선택합니다. 

   다른 NTP 서버를 이용할 경우, 해당 도메인명을 입력하면 됩니다.(예 time.bora.net) 

4. 날짜와 시간을 직접 맞추거나 [PC의 시간 설정 복사]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펌웨어를 설정 

   하고 있는 PC의 시간과 맞추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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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의 모든 동작상태가 기록된 로그를 지정한 로컬PC로 전송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도구] - [이메일 설정] 

DIR-825 의 모든 동작상태가 기록된 로그를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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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설정값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파일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도구] - [펌웨어] 

DIR-825 의 현재의 펌웨어 버전확인 및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은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2. [업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중에 전원이 꺼지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신 펌웨어는 서비스센터 www.mydlink.co.kr 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에는 DIR-825가 초기화됨으로 재설정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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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PC에 서버를 구축하여 외부에서 접속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 공인IP주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이 유동IP서비스이기 때문에 언제든 IP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기존 주소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지며, 혹은 접속때마다 IP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DDNS 서비스는 이러한 유동IP주소를 도메인명으로 연결시켜 IP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외부에서 도메인명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 이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DDNS 사이트에 가입하여 “호스트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Dynamic DNS 설정 : 체크시 DDNS 기능을 사용합니다. 

2. 서버주소 : 가입한 DDNS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 이름 : DDNS 사이트로부터 할당받은 호스트명을 입력합니다. 

4. 사용자명/비밀번호/비밀번호 재입력란에 DDNS 사이트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5. 타임아웃은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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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버 / 포트포워딩 / 접속제어 등에 포함된 스케쥴 선택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 만들 규칙에 대한 이름을 영문으로 지정합니다. 

2. Day(s) : “요일 선택”을 체크하면 하단에서 해당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12시간 타임제(AM/PM)로 입력합니다. 

4.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쥴 규칙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다음 기능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설정]-[무선 설정]. 

② [고급]-[가상 서버] 

③ [고급]-[포트포워딩] 

④ [고급]-[응용프로그램 규칙] 

⑤ [고급]-[접속 제어] 

⑥ [고급]-[게스트 영역] 

⑦ 기타 “스케쥴” 옵션이 들어가는 기능 모두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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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 DIR-825의 시스템 시간과 펌웨어 버전 

 

 

2. WAN : 공인IP주소 / 서브넷 마스크 / 기본 게이트웨이 / DNS 주소 등 

 

 

3. LAN : DIR-825의 IP주소 및 DHCP 동작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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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선 LAN : 무선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의 각각의 무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DIR-825 에 연결된 PC 의 IP주소/네트워크이름/MAC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로그] 69 

DIR-825 의 각종 동작상태가 기록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기록되는 로그를 [Email Now] 버튼을 클릭하면 [도구]-[이메일 설정]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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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를 통과하는 유선 및 무선의 패킷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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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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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패킷)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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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825 에 2.4GHz 및 5GHz 로 접속된 무선기기(노트북, 무선PC, PMP 등)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설정방법 : [상태] - [IPv6] 

IPv6 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에 따른 

DIR-825 설정하기 

 

 

1. 케이블 방식의 인터넷에서 공인IP주소를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 

 

2. 무선으로 외부에서 무단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무선보안설정 

 

3. 기숙사(고시원)와 같이 공유기 환경에 

   DIR-825 연결하기 

 

4. 내부PC에 FTP 서버 설정하고 외부에서 접속하기 

 

5. PC MAC주소를 이용하여 사용자 접속 차단하기 

 

6. 베틀넷을 위한 공유기 방화벽 해제방법 

 

7. PC를 고정IP주소로 설정하기 

 

 

 



질문1. 케이블 방식 인터넷에서 공인IP주소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공유기, 랜카드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에는 모두 고유의 MAC 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MAC 주소를 서버에 등록하고 등록된 MAC 주소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등록된 MAC 주소가 

그 동안 인터넷을 사용해온 PC 랜카드의 MAC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유기 설치시 MAC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인IP주소를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DIR-825 에는 [PC MAC 주소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용

한 후에 랜케이블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1. DIR-825 에 원래 인터넷을 사용하던 PC만 단독으로 연결합니다. 

  (인터넷 회선도 일단, INTERNET 포트에서 뺍니다.) 

2. PC에서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설정]-[인터넷]-[인터넷 연결 직접 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세부항목중 [사용자 PC의 MAC 주소 복사]버튼을 클릭합니다. 

 

5. 상단의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재부팅됩니다. 

 

※ 완전히 재부팅된 후에 랜케이블을 재연결하시면 됩니다. 

 

 



질문2. 무선으로 외부인이 무단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DIR-825 에 무선보안을 설정하면 동일한 보안키를 입력한 PC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DIR-825 의 펌웨어 설정은 반드시 유선랜으로 연결된 PC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1. 유선으로 연결된 PC에서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설정]-[무선 설정]-[수동 무선 네트워크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2.4GHz 대역” 과 “5GHz 대역” 각각에 무선보안모드가 있으며 둘 다 보안을 설정합니다. 

 ① 아래와 같이 보안모드는 “WPA-Personal” 을 선택합니다. 

 

 ② WPA Mode / 암호화 유형 / 그룹키 업데이트 주기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③ “Pre-Shared Key”란에 사용할 무선보안키를 8자리~63자리 사이로 지정한 후 상단의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키는 숫자/영문/혼용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3. 기숙사/고시원에 설치했는데 인터넷이 안됩니다. 

일부 기숙사(고시원)의 각 방으로 연결된 인터넷 회선 역시 공유기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고시원)에 설치된 공유기의 IP주소 대역이 192.168.0.xxx 식이라면 

DIR-825 의 IP주소를 먼저 변경한 후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 기숙사(고시원) 인터넷 회선의 IP대역 확인하기 

1. 인터넷 회선을 PC에 직접 연결하여 인터넷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을 선택하고 입력창에 “cmd” 입력 후 확인합니다. 

3. 도스창이 뜨면 “ipconfig” 라고 입력하고 엔터칩니다. 

4. 리스트 중에 “IP Address” 를 확인합니다. 

※ 위의 과정으로 확인한 IP주소가 192.168.0.xxx 식이라면... 

 

1. DIR-825 와 유선PC를 단독으로 연결합니다.  (아직, 인터넷선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2. 유선PC에서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설정]-[네트워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4.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유기 설정” 에 “공유기 IP 주소 : 192.168.0.1” 이 있습니다. 

  이 주소의 세번째 자리 숫자인 “0” 을 “1~254” 사이의 값으로 변경한 후 [설정 저장] 

  합니다. 

 

5. 재부팅이 완료된 후 정상적으로 랜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질문4. 내부PC를 FTP 서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부PC의 IP주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고급]-[가상서버]설정을 합니다. 

 

※ PC의 IP주소 확인방법 

1.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을 선택하여 입력창에 “cmd” 입력 후 확인합니다.. 

2. 도스창이 뜨면 “ipconfig” 라고 입력하고 엔터칩니다. 

3. 리스트 중에 “IP Address” 를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확인한 IP주소가 192.168.0.100 이라고 할 경우, 설정해 보겠습니다. 

1.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고급]-[가상 서버]로 이동합니다. 

3. 아래와 같이 가상서버 리스트를 구성하고 [설정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공인IP주소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상태]-[장비정보]-[WAN 영역]의 IP주소가 사용자 인터넷 회선의 공인IP주소입니다. 

 

 



질문5. MAC필터 기능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 방법 

각 PC의 랜카드에는 고유의 MAC주소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모든접속을 차단합니다. 

 

※ PC의 MAC주소 확인방법 

1.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을 선택하여 “cmd” 라고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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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래와 같이 리스트 중에 “Physical Address” 혹은 “물리적 주소” 가 MAC주소입니다. 

 

 

※ 위의 MAC주소로 접속차단 설정하기 

1.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하여 [고급]-[네트워크 필터]로 이동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① MAC 필터링 설정 : “MAC 필터링 DENY... 접속 차단”을 선택합니다. 

  ② “DHCP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차단할 PC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리스트에 해당PC가 없을 경우 “MAC 주소” 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④ [설정 저장]하면 적용되며 이후 해당PC는 모든 접속이 차단됩니다. 



질문6. 베틀넷을 위해 방화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방화벽을 해제할 PC의 IP주소를 먼저 확인한 후, 해당IP에 대해 DMZ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 PC의 IP주소 확인방법 

1.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을 선택하여 “cmd”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2. 도스창이 뜨면 “ipconfig” 라고 입력하고 엔터칩니다. 

3. 리스트 중에 “IP Address” 를 확인합니다. 

 

※ 위에서 확인한 IP주소가 192.168.0.100 일 경우, DMZ 설정하는 방법 

1.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 한 후 [고급]-[방화벽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아래와 같이 [DMZ 호스트]를 설정합니다. 

 

 ① “DMZ 설정” 에 체크합니다. 

 ② “DMZ IP 주소” 에 해당 IP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컴퓨터 이름]에서 선택합니다. 

 ③ [설정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 PC가 DIR-825로부터 자동으로 할당받은 IP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DMZ 설정, 가상서버, 포트포워딩 기능을 설정하는 PC는 IP주소를 고정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장의 “PC 고정IP로 사용하기” 를 참고해 주세요. 

 

 

 



질문7-1. PC를 고정IP로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정IP로 설정하기 전에 인터넷 회선의 DNS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회선의 DNS주소 확인하기 

1. DIR-825 펌웨어 설정으로 로그인 후 [상태]-[장비정보]로 이동합니다. 

2. “WAN” 영역에 있는 1차 DNS 서버와 2차 DNS 서버를 메모합니다. 

  (DNS 주소는 인터넷 회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는 KT 의 DNS 주소입니다.) 

 

 

※ XP인 경우 

1. [제어판]-[네트워크 연결]로 이동합니다. 

2. 유선으로 연결된 PC의 IP주소를 고정으로 설정하려면 [로컬 영역 연결]을, 무선으로  

  연결된 PC의 IP주소를 고정으로 설정하려면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더블클릭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연결은 현재 PC에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나타납니다.) 

 

 



질문7-2. PC를 고정IP로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3. 각 해당 연결의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속성]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인터넷 프로토콜(TCP/IP)”를 선택하고 [속성]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음 IP 주소 사용” 과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 에 체크하고 각각의 해당값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① IP주소 : 192.168.0.xxx 로 앞의 

  세자리까지는 동일하고 마지막 

  자리는 2~254 사이의 값 

 

② 서브넷 마스크 : 자동입력값 

 

③ 기본게이트웨이 : 192.168.0.1 

  공유기IP주소를 입력 

 

④ DNS 주소 : [상태]-[장비정보] 

  에서 확인한 DNS주소를 입력 

※ 대표 회선별 DNS 주소 

 - KT : 168.126.63.1 / 168.126.63.2   - SK 브로드밴드 : 219.250.36.130 / 210.220.163.82 

 - 파워콤 : 164.124.107.9 / 203.248.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