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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655

WAN 1포트, LAN 4포트 10/100/1000Base-Tx ETHERNET

802.11 Draft N 유무선 공유기

공유기 DIR-655

인터페이스

10/100/1000 BASE-TX Ethernet WAN 1포트,

LAN 4 포트, USB port(for Windows connect 
Now)

3개 외부 안테나

지원OS
윈도우 98,SE,ME,2000,2003,XP,Vista, MAC OS, 
리눅스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6.0 이상, 네스케이
프 7.0 이상 지원

무선규격

IEEE 802.11n(draft), IEEE 802.11g, 
IEEE802.11b

IEEE 802.3, IEEE 802.3u

제품규격
크기 : 193(mm) X 116(mm) X 31(mm)

무게 : 317g

동작온도 0도~55도

전원 DC 12V, 2A

WAN 인터페이스

DHCP(xDSL, cable, 광랜, FTTH)

PPPoE(유동, 고정)

VPN지원(PPTP, IPSec, L2TP)

보안

64/128bit WEP, WPA&WAP2 지원

MAC 주소, IP주소,URL 필터링 지원

DoS 방어/ SPI 기능 지원

주요기능
StreamEgine QoS지원 , DDNS 지원, UPNP 지원

VPN Pass Through/Multi-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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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물

★주의: 다른 전압의 전원 어댑터 사용 시에는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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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기 상태 LED 설명 및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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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 설치 전 꼭 알아두세요!!

설치 전에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유동IP 방식
- KT : 자동접속 ADSL, KT VDSL, KT 광랜, KT FTTH
- 하나로통신 : 자동접속 ADSL, 케이블모뎀, VDSL, 광랜
- 파워콤 : 케이블 모뎀, 광랜,  지역 케이블 모뎀

PPPoE 방식
- KT/하나로통신 : ADSL PPPoE 

고정IP 방식
- 각 통신사의 My IP, 학교/회사/관공서의 고정IP

*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KT : 100

- 하나로통신 : 106

- 파워콤 : 1644-7000

- 지역 유선방송 : 각 사업자 별로 다름

공유기를 아래 그림처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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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연결 후 기본 설정
i. 윈도우XP 기본설정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결 ->

네트워크 연결 -> 로컬영역 연결 -> 속성 ->

인터넷 프로토콜(TCP/IP) -> 속성

● IP자동으로 만들기

‘자동으로 IP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체크 후

확인 하여 화면을 닫으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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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결 ->

인터넷 옵션 -> 연결

● 인터넷 옵션 확인하기

전화 연결 및 가상 사설망(VPN) 설정 란에 있는걸

다 제거 한후, 적용/확인을 눌러 창을 빠져

나옴니다.

Tip. 자신이 어떤방식의 인터넷인지 모를때, 

전화 연결 및 가상 사설망란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PPPoE(ID/비밀번호)방식 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DHCP(유동IP) 방식입니다.

시작 -> 실행 -> cmd  -> 확인 -> ipconfig

● IP주소 확인하기

위와 같이 IP Address, Subnet Mask, Default Gateway 란이 나온다면 공유기 설정창에

들어가는 설정이 완료 됩니다.

○ 3.공유기 설정 들어가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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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윈도우 Vista 기본설정

오른쪽 하단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 네트워크 연결 관리

-> 로컬 영역 연결 -> 속성 ->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 -> 속성

● IP자동으로 만들기

‘자동으로 IP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체크 후 확인 하여 화면을 닫으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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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클레식 보기 -> 인터넷 옵션 -> 연결

● 인터넷 옵션 확인하기

전화(광대역) 연결 및 VPN(가상 사설망) 설정 란에

있는걸 다 제거 한후, 적용/확인을 눌러 창을 빠져

나옴니다.

Tip. 자신이 어떤방식의 인터넷인지 모를때, 

전화 연결 및 가상 사설망란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PPPoE(ID/비밀번호)방식 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DHCP(유동IP) 방식입니다.

● IP주소 확인하기

시작 -> 실행 -> cmd  -> 확인 -> ipconfig

위와 같이 IPv4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란에 나온다면 공유기 설정창에 들어가는

설정이 완료 됩니다.

○ 3.공유기 설정 들어가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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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기 설정 들어가기

- 인터넷 주소란에 192.168.0.1 입력 후

[Enter]

- 왼쪽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면,

사용자명 : 관리자

비밀번호 : 없음

로그인 클릭

<인터넷 연결 직접 설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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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기 유형별 설정

1~3 순서대로 설정 합니다.

1. DHCP 선택

3. 설정 저장 클릭

2. PC MAC 주소 복제 선택

4-1 유동IP 방식

<지금 재부팅>을 선택하면 약 15초 후

공유기가 재부팅이 되며 설정이 완료 됩니다.

○ <5.공유기 설정 들어가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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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PPoE 방식

1. PPPoE선택

2. ID 입력

4.항상 선택

1~5의 순서대로 설정 합니다.

5. 설정 저장 클릭

3.비밀번호 입력

<지금 재부팅>을 선택하면 약 15초 후

공유기가 재부팅이 되며 설정이 완료 됩니다.

○ <5.공유기 설정 들어가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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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설 IP/고정 IP 사용지역

2. 할당 받은 주소를 입력

1. 고정 IP선택

3. 설정 저장 클릭

1~3 순서대로 설정 합니다.

<지금 재부팅>을 선택하면 약 15초 후

공유기가 재부팅이 되며 설정이 완료 됩니다.

○ 이제 <5.공유기 설정 들어가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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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 확인하기

재부팅 완료 후 user name에 admin을 넣으시고, Log In을 선택 후

상단의 <상태> 메뉴를 선택합니다.

중간의 빨간 박스 안의 WAN란에 IP Address가 0.0.0.0이 아닌 다른 IP주소가

적혀있으면 인터넷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이니, 위의 설정 창을 닫으신 후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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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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