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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1500 Wi-Fi 6 스마트 공유기  



자주하는 질문

고객 지원

KCC 무선공유기 적합성 평가표시i
모델명:R15
제품명: AX1500 Wi-Fi 6 스마트 공유기
인증번호: R-R-DLK-AX1500-R15
제조사: D-Link (디링크)
제조국명: 대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R-R-DLK-AX1500-R15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디링크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설치 방법 안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Contact Us
www.mydlink.co.kr

수입판매원 : 디링크코리아(유)

고객센터 홈페이지: www.mydlink.co.kr

고객센터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1401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1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99-3540

?
공유기 설정 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공유기 설정 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XXXX.devicesetup.net/ 형태의 주소가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XXXX는 공유기 MAC 주소의 마지막 4자를 

나타냅니다.) Wi-Fi 이름(SSID), Wi-Fi 비밀번호 및 장치 비밀번호는 장치 하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유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고 인터넷 접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장치 비밀번호 또는 Wi-Fi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장치 비밀번호 또는 Wi-Fi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합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공유기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초기화 시 모든 설정이 

기본값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공유기를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공유기를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유기 뒷면의 리셋 버튼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LED가 빨간색으로 켜질 때까지 

누릅니다. 이후 버튼을 놓으면 공유기가 재부팅 후 초기화됩니다.

This D-Link product includes software code developed by third parties, including software code 
subject to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or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As applicable, the terms of the GPL and LGPL, and information on obtaining access to the GPL 
code and LGPL code used in this product, are available to view the full GPL Code Statement at:

https://tsd.dlink.com.tw/GPL

The GPL code and LGPL code used in this product is distributed WITHOUT ANY WARRANTY and 
is subject to the copyrights of one or more authors.  For details, see the GPL code and the LGPL 
code for this product and the terms of the GPL and LGPL.

Written Offer for GPL and LGPL Source Code
Where such specific license terms entitle you to the source code of such software, D-Link will 
provide upon written request via email and/or traditional paper mail the applicable GPL and 
LGPLsource code files via CD-ROM for a nominal cost to cover shipping and media charges as 
allowed under the GPL and LGPL.  

Please direct all inquiries to:

Snail Mail: Email:

Attn: GPLSOURCE REQUEST
D-Link Systems, Inc.
14420 Myford Road, Suite 100
Irvine, CA 92606 

GPLCODE@dlink.com

GPL Code 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