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O-5500AC 사용자 설명서

※ 본 장비는 내장형 모뎀을 사용하는 환경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당해

무선

설비는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ZIO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 다른 공유기나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관련된

목차
1 장. 서문 ............................................................................................................................ 4
1. ZIO-5500AC 공유기 특징 .......................................................................................................................... 4
1) WAN 기능 ................................................................................................................................................... 4
2) 고급 기능..................................................................................................................................................... 4
3) 무선 기능..................................................................................................................................................... 5
4) LAN 기능...................................................................................................................................................... 6
2. 공유기 외관 설명 ......................................................................................................................................... 7

2 장. 공유기 연결 .............................................................................................................. 9
1. 연결된 기존 케이블 분리 ......................................................................................................................... 9
2 공유기에 인터넷 회선 연결 .................................................................................................................. 10
3 공유기와 PC 연결 ...................................................................................................................................... 11
4 공유기와 PC 연결 확인 ........................................................................................................................... 12

3 장. 간편 설정 ................................................................................................................13
1.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 ...................................................................................................................... 13
2. 무선 간편 설정(무선 인터넷 설정).................................................................................................... 16
3. 인터넷 간편 설정(인터넷 연결 설정) ............................................................................................... 18
4. 펌웨어 업그레이드 .................................................................................................................................... 21

4 장. 무선기기에서 무선 연결 ....................................................................................... 24
5 장. 환경 설정 ................................................................................................................31
인터넷 연결 설정 전에. ........................................................................................................................... 32
1. 기본 설정 ...................................................................................................................................................... 34
1-1. 인터넷 연결 마법사 ......................................................................................................................... 34
1-2. 펌웨어 업그레이드 ........................................................................................................................... 39
ZIO-5500AC 사용 설명서

페이지 2

1-3. 공유기 상태 정보 ............................................................................................................................. 40
2. 관리자 설정 .................................................................................................................................................. 42
1. 네트워크 관리 ......................................................................................................................................... 42
2. 5GHz 무선 관리 ..................................................................................................................................... 57
3. 2.4GHz 무선 관리............................................................................................................................... 75
4. 고급 기능 설정 ...................................................................................................................................... 88
5. 방화벽 설정 ............................................................................................................................................. 96
6 특수 기능 설정 ..................................................................................................................................... 107
6. 시스템 관리 ........................................................................................................................................... 114

7 장. 문제 해결 ............................................................................................................. 121
1. 유선 문제 해결 ......................................................................................................................................... 121
2. 무선 문제 해결 ......................................................................................................................................... 122

ZIO-5500AC 사용 설명서

페이지 3

1 장. 서문
☞ 본 장에서는 공유기의 특성 및 성능에 대한 개요를 설명 합니다.

1. ZIO-5500AC 공유기 특징
공유기는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제품이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여러
기능들을 사용자에게 제공 합니다.

1) WAN 기능


인터넷 공유 접속 모든 LAN 접속 사용자 들은 단일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컬 IP 주소들은 인터넷 외부의 소스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로컬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이 기능을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라고
합니다.



DSL & Cable Modem 지원 공유기는 DSL 혹은 케이블 모뎀을 연결 하기 위한
10/100Mbps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DSL 및 케이블 모뎀들과
연결이 가능 합니다. 또한 WAN 대역폭은 1000Mbps 에 달하므로 VDSL, 광랜, FTT,
GIGA 인터넷 등에 특히 강합니다.



ADSL 지원 인터넷 (WAN port) 연결 부는 직접 연결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화 접속
방식(ADSL 방식/PPPoE 방식)을 지원합니다.



고정 혹은 유동 IP 주소 인터넷 (WAN port) 연결 부에서 공유기는 유동 IP 주소 (IP 는
연결 부에 할당됨) 및 고정 IP 주소를 지원합니다.

2) 고급 기능


DMZ 로컬 LAN 상에 있는 PC 중 1 대에 한하여 인터넷 서버 혹은 인터넷상의 개별
사용자들과의 무제한 양방향 통신이 가능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방화벽과
호환성이 없는 프로그램들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수준 DMZ(High-Level DMZ) 이 기능을 사용하면 WAN 포트로 받은 공인 IP 를 연결된
PC 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DMZ 기능을 이용하여도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트 포워딩(Port Forwarding) 표준이 아닌 연결방식이나 혹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통상적으로 방화벽에 의해 차단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정의하고 허용하는 기능이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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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필터링 이 기능은 공유기 내부의 특정 IP 주소를 차단하는 기능이 제공합니다.



MAC 주소 필터링 이 기능은 공유기 내부의 특정 MAC 주소를 차단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URL 주소 필터링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URL 필터 기능을 제공 합니다.



DDNS 유동 IP 주소를 고정된 도메인 주소로 변환시키는 서비스 등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VPN Pass through 지원 PPTP, L2TP 및 IPSec 을 사용하는 VPN (Virtual Private Networking)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PC 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IGMP Proxy 기능 근래에 특히 유행하는 IPTV 셋탑 박스를 공유기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OS 기능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업/다운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QOS 기능이 제공 됩니다.



DOS 보안 기능 각종 DOS 공격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하는 DoS 기능이 제공됩니다.



정적 라우팅 기능 사용자가 목적지와의 통신을 수동으로 구성 할 수 있는 정적 라우팅
기능이 제공됩니다.



WOL(Wake On Lan) 기능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PC 의 전원을 켤 수 있도록 하는 WOL 기능이 제공됩니다.

3) 무선 기능


표준 지원 무선 LAN 을 위한 IEEE802.11b/g/n 표준 사양을 지원합니다.



583Mbps 무선 링크 속도 지원 2.4G 무선은 150Mbps, 5G 무선은 433Mbps 무선

링크

속도를 지원 합니다.


WEP, WPA(2)-PSK 지원 WEP(Wired Equivalent Privacy)를 지원하여, 64Bit, 128Bit 의 Key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또한 WPA/ WPA2-PSK 암호화도 지원합니다.



802.1x 무선 보안 지원 Radius 서버를 통한 무선 보안 인증을 지원합니다.



무선 연결 제어 무선 연결 제어 기능으로, 확인된 무선 클라이언트 만이 사용자의 공유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 만일 공유기의 초기설정이 사용자의 환경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쉽고 빠르게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DS 지원 WDS 를 사용하여 무선장비끼리 연결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WDS 기능이
지원됩니다.



WPS 보안 기능 지원 사용자가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WPS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손쉽게 강력한 무선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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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AP 설정 최대 8 개의 SSID(2.4GHz 무선 4 개, 5GHz 무선 4 개)를 사용하는 멀티 AP
기능이 지원 됩니다.



클라이언트 모드 지원 공유기의 무선을 AP 가 아닌 클라이언트로 전환하여 다른 무선
장비에 연결해 인터넷이 직접 공유기에 연결되지 않아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클라이언트
모드가 지원됩니다.



리피터 모드 지원 기존 사용중인 AP 의 무선 신호 강도가 작거나 사용자와의 거리가 멀어
무선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울 경우 공유기를 리피터 모드로 전환하여 무선 신호 강도를
증폭시켜 주는 기능이 지원됩니다.(무선 WAN 모드)

4) LAN 기능


4-포트 스위치 허브 공유기는 4 포트 10/100/1000Mbps 고속 스위치 허브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손쉽게 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 지원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는 요구에 따라 PC 및 기타
장비에 유동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유기는 로컬 LAN 상의 장비들에 대해서 DHCP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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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기 외관 설명
2.1 공유기 상단부 LED 설명

LED 명칭

의미

전원 LED

점등: 전원이 켜져 있으며, 정상 작동 중임을 표시 합니다.

(빨간색 LED)

소등: 전원이 꺼짐을 표시 합니다

WAN LED

점등 : WAN 포트에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우를 표시

(연두색 LED)

합니다.
깜박임 : 인터넷 회선의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경우에 깜박입니다.
소등 : WAN 포트에 인터넷 회선이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경우를 표시 합니다.

LAN 1 번~4 번 LED

각각의 포트마다 LED 가 1 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LED)

점등:

해당

포트에

있음을(점등), 해당

PC

포트에

또는
연결된

네트워크
PC

또는

기기가

연결되어

네트워크

기기의

데이터 송/수신 중임을(깜박임) 표시 합니다.
소등: 해당 포트에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 합니다.
무선 2.4GHz LED

점등/깜박임: 무선 2.4GHz 의 무선 기능이 정상 동작 중(점등)이며,

(파란색 LED)

데이터 송/수신을 하고 있음(깜박임)을 표시 합니다.
소등: 무선 2.4GHz 의 무선 기능이 동작 중지됨을 표시 합니다.

무선 5GHz LED

점등/깜박임: 무선 5GHz 의 무선 기능이 정상 동작 중(점등)이며,

(파란색 LED)

데이터 송/수신을 하고 있음(깜박임)을 표시 합니다.
소등: 무선 5GHz 의 무선 기능이 동작 중지됨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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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유기 후면부 포트 설명

포트 명칭

의미

POWER(전원) 포트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여 공유기 전원을 공급 합니다.

WPS 포트

특정 무선 기기와 1:1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3~4 초간 누르면
WPS(자동보안)기능이 동작 됩니다.

RESET 포트

제품의 공장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Reset 버튼을 약
10 초 ~ 15 초 정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거나 누르고 있던
것을 떼면 잠시 후 전원 LED 를 제외한 모든 LED 가 잠시
점멸되면서 제품의 공장 초기화가 진행 됩니다.

USB 포트

USB 포트에 메모리, 하드를 연결하여 NAS 처럼 사용 가능 합니다.

WAN 포트

인터넷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 회선을 연결 합니다.
▶ 인터넷 모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회선을 이곳에 연결합니다.
▶ 인터넷 모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벽에서 나오는 인터넷 회선을
이곳에 연결합니다.

LAN 1 번~4 번 포트

표준 규격(Cat. 5E 이상) LAN 케이블을 이용하여 PC 또는 스위치
허브, 네트워크 기기를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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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유기 초기화 하기
1) 공유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품의 후면 부에 위치한 RESET(초기화) 포트를 약
10 초~15 초 계속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어 주시면 됩니다.

2) RESET(초기화) 버튼을 떼실 때 공유기의 윗면부의 램프가 전체적으로 켜졌다가 꺼진 후 다시
켜지면 공유기의 초기화가 완료된 것 입니다.

2 장. 공유기 연결
☞ 본 장에서는 공유기와 인터넷 모뎀 또는 인터넷 회선, PC 의 연결을 설명 합니다. 공유기 설치
전에 인터넷 정상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된 기존 케이블 분리
인터넷을 사용 중인 PC 에 연결된 인터넷 모뎀의 인터넷선(또는 벽에서 나오는 인터넷 회선)을
PC 에서 분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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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기에 인터넷 회선 연결
PC 에서 분리한 인터넷 회선을 ZIO-5500AC 공유기의 [WAN]포트에 연결 합니다.
(인터넷 회선을 공유기 [WAN]포트에 연결할 때는 “딸깍” 소리가 나도록 연결을 하십시오.)

[FTTH, 광랜, VDSL, 케이블 외장형 모뎀과 공유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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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H, 광랜, VDSL, 케이블 외장형 모뎀이 없는 방식의 공유기 연결]

3 공유기와 PC 연결
PC 의 LAN 카드와 공유기의 [LAN (1 번~4 번 중 임의로 선택 가능)]포트에 LAN 케이블을 “딸깍”
소리가 나도록 연결 합니다.

LAN 케이블 연결이 완료되면 전원 어댑터 연결하여 주시고 공유기 상단 부의 LED 를 확인
합니다. 이때 LAN 케이블 연결한 LAN 포트의 LED, WAN 포트의 LED, 전원 LED 등이 정상인지
확인 합니다. LED 확인은 본 사용 설명서 [1 장. 서문  2. 공유기 외관 설명]을 참조하시어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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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기와 PC 연결 확인
공유기와 PC 에 LAN 케이블 연결이 완료 되었다면 공유기와 연결된 PC 에 공유기의 IP 주소가
할당되는지 확인 합니다.

▣ Windows 8.1(또는 Windows8) 및 Windows 7 OS 에서 확인하기
PC 바탕화면의 좌측 하단부의 Windows [시작] 아이콘 클릭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입력란에
[cmd]를 입력하시어 키보드의 Enter 를 칩니다.

cmd.exe 도스 창이 표시되며, [ipconfig]를 입력하시고 키보드의 Enter 를 칩니다. 이더넷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에서 [IPv4 주소]에 표시된 숫자가 [192.168.0.xxx]으로 표시되면 공유기와 PC 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 입니다.

참고:
☞ IPv4 주소 및 IP Address 에 IP 주소가 192.168.1.XX 로 표시 되는 경우에는 ZIO-5500AC
공유기 상단에(WAN 단에) 192.168.0.x 대의 공유기가 존재하여 ZIO-2520N 공유기의 기본
IP 는 자동으로 192.168.1.1 로 IP 주소가 바뀌어 재 부팅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ZIO-5500AC 공유기 설정 페이지 주소는 http://192.168.1.1 로 접속하셔야 하며,
ZIO-2520N 공유기 IP 대역은 192.168.1.XXX 로 할당 됩니다.
☞ 그 외의 IP 주소 대역 및 IP 주소 할당이 되지 않는다면 PC 와 공유기의 LAN 케이블
연결을 확인 하십시오. LAN 케이블 연결이 정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신 공유기를 초기화 하신
다음 IP 할당이 정상적으로 할당 되는지 확인 합니다. 초기화 방법은 기본 설정 가이드 및
사용 설명서 8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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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간편 설정
☞ 본 장에서는 공유기의 메인 설정 페이지에서 공유기 설정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PC 는 ZIO-5500AC 공유기와 유선(LAN 케이블) 또는 무선으로 연결 되어 공유기의 내부
IP(192.168.0.XXX)를 할당 받아야 합니다. 유선으로 연결된 PC 는 공유기와 직접 연결 하거나
공유기에 연결 되어 있는 스위치 허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유기의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1. 공유기와 LAN 케이블로 연결된 PC 에서 인터넷을 실행 합니다.
2. 실행된 인터넷 창에서 예제와 같이 주소 입력란에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
[http://192.168.0.1]를 입력합니다.
☞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접속이 가능 합니다.

[그림. 인터넷 주소 창에 기본 IP 주소 입력 방법]

3.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을 위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입력 창이 표시되며, 공유기에
기본값으로 설정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여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공유기에 설정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제품 바닥의 라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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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을 위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입력 창]

[그림. 공유기 바닥 면 라벨]

4.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 시 ZIO-5500AC 메인 설정 페이지의 메뉴가 표시되며, 메인 설정
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공유기의 무선랜 설정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설정],
공유기에 연결된 인터넷 방식 별로 설정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설정], 공유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공유기의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설정]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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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공유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LAN 케이블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와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 하고, “Ping” 명령어를 사용하여 연결 상태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MS-DOS] 기능 혹은 윈도우 기본 메뉴상의 [실행] 기능을 실행 시킨 다음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ping 192.168.0.1

만약 응답이 없으면 연결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사용 중인 PC 의 주소가 공유기의 IP
주소 범위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 중인 PC 가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IP 주소는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인 192.168.0.1 과 연결이 가능한 192.168.0.2 ~ 192.168.0.254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마스크는 255.255.255.0 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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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 간편 설정(무선 인터넷 설정)
☞ 공유기의 무선랜 기능만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메뉴 입니다.

1. 공유기 메인 설정 페이지 메뉴 중 [무선 인터넷 설정]메뉴를 클릭 합니다.

2. 무선 5GHz 의 간편 설정 화면이 표시되며, 설정된 기본값으로 무선 5GHz 의 무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무선 5GHz 의 무선 간편 설정 창]

3. 5GHz 의 무선 신호 이름(SSID)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SID(무선랜 이름)]에
사용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 이름(SSID)를 입력하시고, 설정된 무선 암호를 변경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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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암호화 방식, 인증 방식, 암호화 방식, 문자열, 암호]를 변경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 무선 암호화 방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유기 보안 강화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 공유기의
무선 암호화 방식을 보안 강도가 높은 [WPA2]방식으로 설정을 권장하여 드리며, 입력할
암호는 영문자(대/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등을 혼합한 구성으로 최소 8 자리이상의 암호
설정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4. 무선 5GHz 의 무선 간편 설정이 완료되면, 무선 2.4GHz 의 무선 간편 설정 단계로 진행되며,
무선 2.4GHz 의 무선 기본 설정된 내용으로 무선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5. 2.4GHz 의 무선 신호 이름(SSID)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SID(무선랜 이름)]에
사용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 이름(SSID)를 입력하시고, 설정된 무선 암호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방식, 인증 방식, 암호화 방식, 문자열, 암호]를 설정 후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참고:
무선 암호 설정(보안 설정)은 본 사용 설명서 [5 장. 환경 설정  관리자 설정  무선
네트워크 관리  보안 설정(사용 설명서 68 페이지)]메뉴에서 설정 절차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참고 하시어 무선 암호 설정(보안 설정)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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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간편 설정(인터넷 연결 설정)
☞ 공유기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 방식에 따라 공유기의 인터넷 연결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메뉴 입니다.
1. 공유기 메인 설정 페이지 메뉴 중 [인터넷 연결 설정]메뉴를 클릭 합니다.

2. 공유기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의 연결 방식을 설정 합니다. 인터넷 통신사에 가입된 통신 상품
및 연결 방식을 확인 후 [유동 IP 방식], [고정 IP 방식], [ADSL 방식]으로 선택 합니다.

▣ 인터넷 연결 방식이 [유동 IP 방식]인 경우
① 유동 IP 방식인 경우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으며, 인터넷 연결 방식을 [유동 IP 방식]
으로 선택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② 특정 인터넷 통신사의 모뎀에서 최초 인터넷 설치 시 등록된 PC 의 MAC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MAC 클론 주소]를 설정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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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동 IP 방식 인터넷 연결 간편 설정 창]

▣ 인터넷 연결 방식이 [고정 IP 방식]인 경우
① 인터넷 연결 방식을 [고정 IP 방식]으로 선택 합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정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기본 DNS 주소, 보조 DNS 주소를 각각 입력 합니다.
③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어 설정 내용을 저장 합니다.

[그림. 고정 IP 방식 인터넷 연결 간편 설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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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연결 방식이 [ADSL 방식]인 경우
① 인터넷 연결 방식을 [ADSL 방식]으로 선택 합니다.
② 최초 인터넷 가입 또는 설치 시 등록된 사용자 및 암호를 [사용자 이름]과 [비밀 번호]에
입력 합니다.
③ 인터넷 설정 창 우측 상단의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어 설정 내용을 저장 합니다.

[그림. ADSL 방식 인터넷 연결 간편 설정 창]

3. 인터넷 연결 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한 내용의 저장 메시지 창이 표시되며, 저장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유기의 시스템을 [지금 재 시작]을 클릭하시어 공유기 시스템 재 시작을
진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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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웨어 업그레이드
현재 사용중인 공유기의 펌웨어 정보 및 최신 버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경우 제품의 성능 개선 및
발생된 버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공유기 메인 설정 페이지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메뉴 항목

의미

최신 버전

ZIO-5500AC 의 최신 펌웨어 정보를 표시 합니다.

현재 버전

사용중인 ZIO-5500AC 의 현재 펌웨어 정보를 표시 합니다.

현재 펌웨어 빌드타임

ZIO-5500AC 펌웨어가 만들어진 년/월/일/시간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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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선택 합니다.

파일 선택

수동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경우 펌웨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펌웨어 업그레이드 페이지에서 업그레이드 방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시어

[업그레이드]를 클릭 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은 펌웨어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자동으로 서버에 있는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하는 [자동 업그레이드]방식과 ZIO 홈 페이지 [자료실]에서 최신 펌웨어를 공유기와
연결된 PC 에 저장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수동 업그레이드]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는 사용중인 공유기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 자동 업그레이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창에서 [업그레이드 방법]을 [자동]으로 후 [업그레이드]를 클릭 하시어
제품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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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수동 업그레이드]
☞ 수동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ZIO 홈 페이지 자료실에서 제품의 펌웨어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하시어 PC 에 저장하신 다음 수동 업그레이드를 진행 하십시오.

1. 펌웨어 업그레이드 창에서 [업그레이드 방법]을 [수동]으로 선택 후 [파일 선택]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 합니다.

2. ZIO 홈 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한 펌웨어 파일을 [업로드 할 파일 선택]창에서 선택한
후 [업그레이드]를 클릭 하시어 제품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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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무선기기에서 무선 연결
본 장에서는 공유기를 설치 후 유선 인터넷 연결이 정상인 경우 공유기를 이용하여 노트북 및
USB 형 무선랜 어뎁터가 설치된 일반 PC 와 노트북 및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등에서 무선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선 연결 방법은 국내 기본적으로 사용중인 Windows
운영체제 및 휴대용 기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 무선 네트워크기기의 무선 연결
방법은 휴대용 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시어 무선 연결을 하십시오.

Windows 8.1(또는 Windows 8) 및 Windows 7 운영체제의 무선 연결
1. 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트북 및 PC 에서 바탕화면 좌측 하단부의 [시작]을 클릭 하신
다음 [제어판]을 클릭 합니다.

[그림. Windows8.1 및 Windows7 운영 체제의 제어판 위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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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및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의 [네트워크 연결]을 클릭 합니다.

[그림.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3. 바탕화면 우측 하단부에 네트워크 연결 창이 표시되며, 2.4G 무선 신호 이름(SSID) 및 5G 무선
신호 이름(SSID)이 표시 됩니다. 2.4G 무선 신호 이름은 [ZIO-2.4G-xxxx]로 표시되며, 5G 무선
신호 이름은 [ZIO-5G-xxxx]로 표시 됩니다.

[Windows 8.1 무선 신호 검색 창]

[Windows7 무선 신호 검색 창]

4. ZIO-5500AC 공유기에 무선 암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무선 연결을 하는 경우 네트워크 보안 키
입력 창이 표시되며, 공유기에 설정된 무선 암호를 [보안 키]란에 입력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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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1 2.4G 및 5G 무선 암호 입력란]

[Windows7 2.4G 및 5G 무선 암호 입력란]

☞ Windows7 윈도우 환경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기기의 무선 연결이 처음일 경우나 공유기에
무선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설정 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창이
표시되며, 이 경우에는 메시지 창 하단부의 [설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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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 연결이 진행되며, 무선 연결이 완료되면 선택한 무선 신호 이름(SSID)에 무선 연결됨이
표시 됩니다.

[Windows 8.1 2.4G 무선 연결됨 표시]

[Windows7 2.4G 무선 연결됨 표시]

리얼텍(Realtek)계열 USB 형 무선랜 어뎁터에서 무선 연결
본 장에서는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무선연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무선랜 어뎁터의 자세한 사용 및 무선 연결은 무선랜 어뎁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 USB 형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가 설치된 PC 에서 바탕화면 우측 하단부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합니다.

2.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 창에서 상단에 구성된 탭 중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탭을 선택 합니다.
이때 유틸리티 창에서는 검색되는 무선 신호 목록이 표시되며, 2.4G 무선 신호 이름(SSID) 및 5G
무선 신호 이름(SSID)이 표시 됩니다. 2.4G 무선 신호 이름은 [ZIO-2.4G-xxxx]로 표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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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 신호 이름은 [ZIO-5G-xxxx]로 표시 됩니다.

라링크(Ralink)계열 USB 형 무선랜 어뎁터에서 무선 연결
본 장에서는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무선연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무선랜 어뎁터의 자세한 사용 및 무선 연결은 무선랜 어뎁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 USB 형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가 설치된 PC 에서 바탕화면 우측 하단부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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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 창에서 무선 신호 검색 버튼을 선택 합니다. 이때 검색된 무선 신호
목록 창이 표시되며, 2.4G 무선 신호 이름(SSID) 및 5G 무선 신호 이름(SSID)이 표시 됩니다. 2.4G
무선 신호 이름은 [ZIO-2.4G-xxxx]로 표시되며, 5G 무선 신호 이름은 [ZIO-5G-xxxx]로 표시
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에서 무선 연결

1.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계열의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바탕화면 아이콘 중
[환경설정]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2. 환경 설정 메뉴에서 [Wi-Fi]를 모드를 켜신 다음
[Wi-Fi]메뉴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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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Fi 화면에서 검색되는 무선 신호 목록이 표시되며,
2.4G 무선 신호 이름(SSID) 및 5G 무선 신호 이름이
표시되며,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 이름 (SSID)을
선택하시면 무선 연결이 가능 합니다.

참고 : 자세한 무선 연결 절차는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의 제조사 홈 페이지 및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어
연결하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무선 연결

1. IOS 운영 체제 계열의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바탕화면 아이콘 중 [설정]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2. 설정 화면에서 [Wi-Fi]를 선택 하여 누릅니다. Wi-Fi 화면에서 검색되는 무선 신호 목록이
표시되며, 2.4G 무선 신호 이름(SSID) 및 5G 무선 신호 이름이 표시되며,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 이름 (SSID)을 선택하시면 무선 연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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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자세한 무선 연결 절차는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의 제조사 홈 페이지 및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어 연결하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5 장. 환경 설정

☞ [환경 설정] 메뉴는 공유기의 세부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설정 메뉴 구성은 공유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설정] 메뉴와 공유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관리자 설정]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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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은 [인터넷 연결 마법사], [펌웨어 업그레이드], [공유기 상태 정보]등을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설정]은 [네트워크 관리], [무선 네트워크 관리], [고급 기능 설정], [방화벽 설정],
[특수 기능 설정], [시스템 관리]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메뉴의 자세한 설명은
[5 장. 환경 설정]의 [기본 설정]과 [관리자 설정]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설정 전에.
최초로 공유기를 연결한 후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다면 공유기의 [인터넷 연결 설정]메뉴를
이용하여 설치를 진행 하십시오.
Internet Explorer 7.0 이상의 버전 이상에서는 팝업 차단에 의해 설정 마법사 창이 안보일수
있으니 팝업 차단 설정을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인터넷 연결 설정’을 이용하여 설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인터넷 연결 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설치 단계를 진행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현재 이용하는 인터넷의 연결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기본 인터넷 연결 유형 들은 아래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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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연결 설정 마지막 화면까지 설정을 실시하고,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는지를 점검 합니다.

3.

연결에 실패한 경우


데이터, DSL/케이블 외장형 모뎀의 연결 및 모든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하였는지 다시 확인 합니다.



DSL/케이블 외장형 모뎀을 재 시작 하십시오.

☞ 기본 인터넷 연결 유형
▣ 유동 IP 방식(GIGA 인터넷, FTTH 방식, VDSL 방식 및 케이블 모뎀 방식)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특정 서버가 보내주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자 PC 에 자동 설정되는
방식입니다.
☞ 유동 IP 방식은 기본 설정을 필요하지 않으나,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MAC 주소(물리주소)를 가진 LAN 카드를 연결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AC
주소 인증 방식

▣ 고정 IP 방식(Static 방식)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된 특정 IP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지정된 특정
IP 주소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 사용자에게 할당된 특정 IP 주소 및 DNS 주소 입력이 필요로 하며,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MAC 주소(물리주소)를 가진 LAN 카드를 연결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AC 주소 인증 방식)

▣ ADSL 방식(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식)
☞ 인터넷 접속 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부여된 ID 및 암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접속을
하는 방식 입니다.
☞ ADSL 방식은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부여된 사용자 ID
및 암호를 공유기 설정 시 필요로 하며, 통신사에서 제공된 외장형 모뎀의 전원 재 시작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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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설정

1-1. 인터넷 연결 마법사
인터넷 연결 설정은 [자동 설정]과 [수동 설정]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용중인 인터넷
통신사의 상품을 모르시는 경우 [자동설정]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동설정]메뉴를 이용하여 설정
하였으나

인터넷

연결에

실패하였거나

이용중인

인터넷

통신사

상품을

알고

계신다면

[수동설정]메뉴를 선택하시어 다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연결 설정 메뉴 선택
환경 설정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  [인터넷 연결 마법사]를 클릭 합니다.

자동 설정 메뉴를 이용한 인터넷 연결 설정
1. 인터넷 연결 설정 화면에서 [자동 설정]선택 후 [해당 마법사 페이지로 이동]을 클릭
합니다.

2. 자동 인터넷 설정 마법사 시작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마법사 시작]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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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연결에 성공된 경우 인터넷 연결 성공 메시지 창이 표시되며,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선 설정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예]을 클릭하시어 [무선 인터넷 설정]단계로 전환 합니다.

[그림. 인터넷 연결 성공 표시 화면]

인터넷 연결에 실패된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법사 재시자]을 클릭하신 다음, 공유기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 연결 여부
확인 및 수동 설정을 이용하여 공유기 인터넷 설정을 진행 하십시오. 수동 설정은 『수동 설정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절차를 참조 하시서 설정하십시오.

[그림. 인터넷 연결 실패 표시 화면]

4. 무선 기본 설정화면이 표시되며, 설정된 무선 기본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고, 무선 신호 이름(SSID) 변경하여 무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SID(무선랜 이름)]을 변경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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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연결 설정  자동 설정을 이용하여 설정한 내용의 저장 메시지 창이 표시되며, 저장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유기의 시스템을 [지금 재 시작]을 클릭하시어 공유기 시스템 재
시작을 진행 하십시오. 공유기의 시스템 재 시작이 완료되면 공유기의 연결 상태 정보 창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연결 상태 정보의 자세한 설명은 사용 설명서 41 페이지 [공유기 상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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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설정 메뉴를 이용한 인터넷 연결 설정
1. 인터넷 연결 설정 화면에서 [수동 설정]으로 선택 후 [해당 마법사 페이지로 이동]을 클릭
합니다.

2. 수동 인터넷 설정 마법사 시작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클릭 합니다.

3. 공유기의 사용하고자 하는 동작 모드를 선택 하시고 [다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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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내부 IP 주소)를 설정 합니다. 기본 IP 주소(내부 IP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IP 주소]에 변경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입력 하시고 [다음]을 클릭 합니다.

5. 인터넷 연결 방식을 설정 합니다. 연결 방식은 [유동 IP 방식], [고정 IP 방식], [ADSL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방식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 합니다.

6. 5GHz 무선의 기본 동작 방식 및 SSID(무선 신호 이름), 무선 채널등을 설정 합니다. 동작
방식은 [AP 모드], [WDS 모드], [AP+WDS 모드]등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자동 채널]은 주변의 무선 채널들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선 기본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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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선 보안 설정(암호 설정)을 합니다. 무선 보안 설정의 암호화 방식은 [사용 안함], [WPA-

Mixed], [WPA2], [WPA], [WEP]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ZIO-5500AC 공유기의 초기 무선
보안 설정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정된 무선 연결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무선 보안
설정을 하신 다음 사용을 권장합니다. 무선 보안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8. 인터넷 연결 설정  수동 설정을 이용하여 설정한 내용의 저장 메시지 창이 표시되며, 저장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유기의 시스템을 [지금 재 시작]을 클릭하시어 공유기 시스템 재
시작을 진행 하십시오. 공유기의 시스템 재 시작이 완료되면 공유기의 연결 상태 정보 창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연결 상태 정보의 자세한 설명은 사용 설명서 41 페이지 [공유기 상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1-2.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은 본 사용 설명서 [3 장. 간편 설정 -> 4. 펌웨어 업그레이드(사용

설명서 21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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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유기 상태 정보
☞ 현재 사용중인 공유기에 연결된 인터넷 연결 정보, 내부 연결 정보, 무선 연결 정보, 시스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정보]
메뉴 항목

의미

인터넷 연결 방식

ZIO-5500AC 에 연결된 인터넷 방식을 표시 합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

인터넷 연결 여부를 표시 합니다.

외부 IP 주소/ 서브넷

인터넷 통신사로부터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정보를 표시 합니다.

MAC 주소

ZIO-5500AC 의 이더넷의 물리적 주소를 표시 합니다.

DNS 주소

인터넷 통신사의 도메인 네임 서브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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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연결 정보]
메뉴 항목

의미

DHCP 서버

공유기의 DHCP 서버 사용 여부를 표시 합니다.

내부 IP 주소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를 표시 합니다.

DHCP 시작 주소/ DHCP

공유기의 DHCP 할당 IP 주소 대역을 표시 합니다.

마지막 주소
임대시간(분)

공유기에서 할당되는 IP 임대 시간을 표시 합니다.

연결된 PC IP 주소

현재 공유기 설정중인 PC 에 할당된 IP 주소를 표시 합니다.

[무선 연결 정보(2.4GHz/5GHz]
메뉴 항목

의미

SSID(무선랜 이름)

공유기의 무선 신호 이름을 표시 합니다.

동작 방식

공유기의 무선 동작 방식을 표시 합니다.

무선 모드

공유기의 무선 모드를 표시 합니다.

채널

공유기의 무선 채널을 표시 합니다.

인증 방식

공유기의 무선 암호 방식을 표시 합니다.

BSSID

공유기의 무선 LAN MAC 주소를 표시 합니다.

[시스템 정보]
메뉴 항목

의미

모델명

공유기의 모델명을 표시 합니다.

시스템 현재 시각

공유기의 고유 시리얼 번호를 표시 합니다.

시스템 동작 시간

공유기의 시스템 동작되는 시간을 표시 합니다

펌웨어 버전

공유기에 적용된 펌웨어 버전을 표시 합니다.

펌웨어 빌드 타임

공유기의 펌웨어 파일 개발된 날짜 및 시간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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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설정
본 장에서는 공유기의 고급 설정 메뉴를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공유기 기본 설정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트워크 관리
1.1 동작 모드 설정
☞ ZIO-5500AC 공유기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ZIO-5500AC 공유기의 초기 기본
모드 설정은 [공유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유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허브 모드로 변경 하기]
ZIO-5500AC 공유기를 허브 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기 모드 설정 창에서

[허브 모드]에 체크 하신 다음 [설정 적용]버튼을 클릭 합니다.

☞ 공유기의 설정이 완료되면 PC 에 할당된 IP 를 갱신 하여야 하므로 1 분 후 PC 를 재 부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및 원룸, 고시원, 사무실에서는 이미 공유기가 설치되어 공유기를 추가로 연결할 경우
공유기의 IP 충돌로 인하여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IP 충돌 없이
공유기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치된 공유기에 연결된 PC 및 네트워크 프린터와의
ZIO-5500AC 사용 설명서

페이지 42

폴더공유 유지, 네트워크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ZIO-5500AC 공유기를 [허브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하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참고:
허브 모드로 변경을 하실 경우 공유기의 DHCP 기능을 비활성화 모드로 변경되기 때문에
공유기의 기본 설정 페이지 http://192.168.0.1 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 공유기의 기본 설정
페이지 접속이 필요로 하실 경우 공유기의 [초기화]를 진행하신 다음 공유기의 기본 설정
페이지로 접속 하십시오.

[무선 WAN 모드로 변경 하기]
1) ZIO-5500AC 공유기를 무선 WAN 연결 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기
모드 설정 창에서 [무선 WAN 모드]에 체크 하신 다음 연결 하고자 [WAN Interface]에서

무선 주파수 대역(5GHz 또는 2.4GHz)을 선택 하시고 [다음 단계]버튼을 클릭 합니다.

2) 무선 WAN 연결 화면에서 무선 WAN 연결(연결할 SSID)에서 [주변 WIFI 신호 검색]을 클릭
하시어 주변의 무선 신호를 검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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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IO-5500AC 공유기가 설치된 장소의 주변 무선 신호들이 검색되며,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를 [선택]란에 체크 하신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4) 선택한 무선 신호에 무선 암호가 설정된 경우에는 무선 WAN 연결 화면에서 암호 입력 란에
설정된 암호를 입력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 선택한 무선 신호에 무선 암호가 설정 안된 경우에는 무선 WAN 연결 화면에서 암호화
방식에 [사용안함]으로 자동 설정되며,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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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 WAN 연결 모드 변경 시 ZIO-5500AC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 변경 메시지가 표시되며,

[확인]을 클릭 합니다.

참고:
무선 WAN 모드 이용 시 ZIO-2520N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는 변경되므로 무선 WAN 연결
모드 변경 이후에 ZIO-2520N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는 http://192.168.20.1 을 입력하시어
설정 페이지로 접속 하십시오.

1.2 인터넷 설정
☞ 공유기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을 인터넷 환경에 맞게 연결 방식을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인터넷 회선 연결 방식은 [유동 IP 방식], [고정 IP 방식], [ADSL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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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유동 IP 방식 설정

메뉴 항목

의미

MTU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패킷 데이터 최대 크기를
표시 합니다. 공유기의 MTU 값은 기본적으로 1492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 중 업로드에 문제가 있거나 인터넷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MTU 값을 최소값으로 변경 하십시오.

DNS 자동 설정/ DNS 수동

인터넷 통신사의 회선으로부터 DNS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여

설정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NS 자동 설정]을 선택, 사용자가
임의의 DNS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NS 수동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DNS 주소/ 보조 DNS

인터넷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할당되는 DNS 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주소

DNS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력하여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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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만일 DNS 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C 클론 주소

공유기의 인터넷 구간에 PC 의 MAC 주소를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인터넷이 MAC 주소 인증을 필요로 할 경우 [DHCP 클라이언트
목록]버튼을

눌러

PC

의

MAC

주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식이 유동 IP 방식인 경우 인터넷 설정 방법
1) 인터넷 연결 방식을 [유동 IP 방식]으로 선택 합니다.
2) 특정 인터넷 통신사의 모뎀에서 최초 인터넷 설치 시 등록된 PC 의 MAC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 [MAC 주소 복사]를 클릭 합니다.
3) 인터넷 설정 창 우측 상단의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어 설정 내용을 저장 합니다.

1.2.2 고정 IP 방식 설정

메뉴 항목

의미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인터넷 통신사 또는 회사 내 네트워크 담당자로부터 할당 받은

게이트웨이 주소

고정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값을 입력 합니다.

MTU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패킷 데이터 최대 크기를
표시 합니다. 공유기의 MTU 값은 기본적으로 1492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 중 업로드에 문제가 있거나 인터넷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MTU 값을 최소값으로 변경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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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DNS 주소/ 보조 DNS

인터넷 통신사로부터 할당 받은 특정 DNS 주소를 입력하여 사용

주소

합니다.
[주의] 만일 DNS 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C 클론 주소

공유기의 인터넷 구간에 PC 의 MAC 주소를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인터넷이 MAC 주소 인증을 필요로 할 경우 MAC 주소 복사
버튼을 눌러 PC 의 MAC 주소를 복사합니다.

▣ 인터넷 방식이 고정 IP 방식인 경우 인터넷 설정 방법
1) 인터넷 연결 방식을 [고정 IP 방식]으로 선택 합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정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를 각
항목에 입력 합니다.
3) 인터넷 설정 창 우측 상단의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어 설정 내용을 저장 합니다.

1.2.3 ADSL 방식 설정

메뉴 항목

의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인터넷 통신사에 등록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MTU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패킷 데이터 최대 크기를
표시 합니다. 공유기의 MTU 값은 기본적으로 1492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 중 업로드에 문제가 있거나 인터넷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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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경우 MTU 값을 최소값으로 변경 하십시오.
DNS 자동 설정/ DNS 수동

인터넷 통신사의 회선으로부터 DNS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여

설정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NS 자동 설정]을 선택, 사용자가
임의의 DNS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NS 수동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DNS 주소/ 보조 DNS

인터넷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할당되는 DNS 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주소

DNS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력하여 사용 합니다.
[주의] 만일 DNS 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C 클론 주소

공유기의 인터넷 구간에 PC 의 MAC 주소를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인터넷이 MAC 주소 인증을 필요로 할 경우 MAC 주소 복사
버튼을 눌러 PC 의 MAC 주소를 복사합니다.

▣ 인터넷 방식이 ADSL 방식인 경우 인터넷 설정 방법
1) 인터넷 연결 방식을 [ADSL 방식]으로 선택 합니다.
2) 최초 인터넷 가입 또는 설치 시 등록된 사용자 및 암호를 입력 합니다.
3) 인터넷 설정 창 우측 상단의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어 설정 내용을 저장 합니다.

1.3 인터넷 고급 설정
☞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고급 설정을 할 수 있으며, IPTV 연결 및 VPN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설정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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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UPnP

로컬 네트워크에서 호스트의 위치나 장치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IPTV 멀티 캐스트

공유기의 LAN 포트에 IPTV 를 연결하거나 연결된 경우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원격 ICMP 접속

외부 또는 원격지에서 공유기의 PING(ICMP)신호가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VPN IPSec 패스 쓰루

VPN

통신

중

IPSec

프로토콜을

통과

시키고자

하는

경우

프로토콜을

통과

시키고자

하는

경우

프로토콜을

통과

시키고자

하는

경우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VPN PPTP 패스 쓰루

VPN

통신

중

PPTP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VPN L2TP 패스 쓰루

VPN

통신

중

L2TP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참고:
UPnP 란? PC, 주변장치, 지능형 가전제품, 무선 장비 등과 같은 장치들을 네트웍에
접속시켰을 때, 인터넷과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입니다. UPnP 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어떤 장치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면 그 장치는
스스로 구성을 완료하며, TCP/IP 주소를 받고, 다른 장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 HTTP 에 기반을 둔 발견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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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부 네트워크 설정
☞ 공유기의 DHCP 기능 사용 여부 및 부가적인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

의미

공유기의 내부 IP 주소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 이며,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 접속 주소
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내부 IP 사용 개수를 지정할 서브넷 값을 입력 합니다.
ZIO 공유기의 기본 서브넷 값은 255.255.255.0 을 사용 합니다.

DHCP 서버

① [DHCP 기능이 사용함]으로 되어 있을 경우 ZIO-5500AC
공유기는 PC 또는 기타 네트워크 기기에 공유기의 IP 를 자동
할당 됩니다.
② [DHCP 기능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경우 ZIO 공유기는
PC 또는 기타 네트워크 기기에 공유기의 IP 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③ [DHCP 가 클라이언트]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IP 부여 및 공유기의 설정 화면 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DHCP 주소 범위

DHCP 서버가 공유기에 연결된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IP 주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HCP IP 주소 임대 시간

DHCP 서버가 공유기에 연결된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에 IP 를 할당되는 임대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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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명

[공유기 내부 IP 변경 하기]
1) 내부 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공유기 내부 IP 주소]에 변경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 내부 IP 주소 변경 이후에는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은 변경한 공유기 내부 IP 주소로
입력하시어 접속하십시오.

1.5 고정 DHCP IP 주소 예약 설정
☞ 임의의 네트워크 단말기나 기기에 특정 IP 를 고정으로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이 설정은 공유기나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의 전원이 재 부팅을
진행하여도 고정으로 설정된 IP 를 지속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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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MAC 주소

설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의 MAC 주소를 입력
합니다.

IP 주소

설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에 할당되는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설명

식별 가능한 이름을 입력 합니다.

[고정 IP 주소 예약 설정 하기]
1) 고정 DHCP IP 주소 예약 설정 화면에서 [고정 DHCP 사용함]에 체크 하신 다음 [IP 주소,

MAC 주소, 설명]란에 설정하고자 하는 단말기 또는 기기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때 공유기에 연결된 단말기 또는 기기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모르실 경우 [클라이언트

보기]를 클릭 하시어 DHCP 클라이언트 목록 창에서 기기의 정보 확인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 등이 [DHCP 클라이언트 목록]창에 표시되며,
설정하고자 하는 단말기 및 기기를 [선택]란에 선택 하신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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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 DHCP IP 주소 예약 설정 화면에 선택하신 단말기 및 기기의 MAC 주소와 IP 주소,
기기의 이름이 표시되며,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4) 목록 추가 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정 DHCP IP 주소 예약 목록]에 설정된
내용이 표기 됩니다.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시고 [선택 삭제]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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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HCP 클라이언트 목록
☞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또는 기기의 IP 주소, MAC 주소, IP 할당 상태, IP 임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며,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메뉴 항목

의미

MAC 주소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의 MAC 주소를 표시
합니다.

IP 주소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에 할당된 IP 주소를
표시 합니다.

할당된 상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에 할당된 IP 가 자동(dynamic) 및
수동(manual)할당 여부를 표시 합니다.

임대시간(초)

할당되는 IP 의 임대 시간을 표시 합니다.

1.7 내부 포트 상태
☞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또는 WAN 포트) 및 컴퓨터 포트(또는 LAN 포트)에 대한 사용/차단
설정 및 포트의 속도 설정, Duplex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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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포트 구분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또는 WAN 포트) 및 컴퓨터 포트(LAN
포트)를 구분합니다.

포트 사용

공유기의 해당 포트의 [사용/차단]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포트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또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단]을 선택 합니다.

모드

공유기의 해당 포트의 모드 사용 여부를 [자동/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선택한 경우 포트의 [속도], [Duplex]등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또는 WAN 포트) 및 컴퓨터 포트(또는 LAN
포트)의 지원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1000Mbps,
100Mbps 와 10Mbps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uplex Mode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또는 WAN 포트) 및 컴퓨터 포트(또는 LAN
포트)의 Duplex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트의 데이터 교환
방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며,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고자
어느

한

하는

경우

방향으로만

[Full

Duplex]를

송신하고자

하는

선택하며,

경우

[Half

Duplex]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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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GHz
2.1

무선 관리

기본 설정

☞ ZIO-5500AC 공유기의 5GHz 의 무선 기본 설정 및 동작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

의미

WIFI 모드

5GHz 주파수 대역의 무선 모드를 설정 합니다. 모드는 [5GHz(A),

5GHz(N), 5GHz(A+N), 5GHz(AC), 5GHz(N+AC),
5GHz(A+N+AC)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

공유기의 동작 방식을 설정 합니다. 동작 방식은 [AP 모드], [WDS

모드], [AP+WDS

모드], [무선 WAN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식

무선랜의 접속 방식을 설정 합니다. 방식은 [Infrastructure], [Ad

Hoc] 방식으로 설정 합니다. [Infrastructure] 모드는 무선 공유기나
공공 AP 를 통하는 무선랜 연결하는 방식이며, [Ad-hoc] 모드는 공유
기나 공공 AP 를 통하지 않고 무선어댑터를 설치한 PC 간 무선랜 연
결 방식 입니다.
SSID(네트워크 이름)

공유기의

무선

신호

이름으로써,

공유기와

무선랜

단말기의

상호간의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 자를 설정 합니다.
대역폭

무선 전송에 사용할 대역폭을 설정 합니다.

사이드밴드 설정

메인 무선 채널을 중심으로 사용될 서브 채널의 위치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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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사이드밴드 설정은 [Upper(상위채널)], [Lower(하위채널)]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무선 연결에 사용되는 채널(주파수 범위)을 설정 합니다. 국가
선택에 따라 채널 범위가 변경 됩니다.

SSID 숨김

SSID(네트워크 이름)의 표시 여부를 설정 합니다.

WMM 설정

PC 가 아닌 다른 휴대용 기기 및 게임기로 무선을 연결 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 품질을 보장 설정 합니다.

전송 속도

무선상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설정 합니다.

송신/수신 속도 제한

5GHz 의 무선 송신 및 수신 속도를 설정 합니다.

연결 관리

5GHz 의 무선 신호에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 기기의 목록 및
연결모드 등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WIFI 모드 설정 하기]
☞ 공유기의 무선 방식을 설정하는 항목이며, 선택 방식에 따라 무선 링크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Ⅰ) 5GHz(A) 방식: 5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최대 전송 속도 54Mbps 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Ⅱ) 5GHz(N) 방식: 5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최대 전송 속도 150Mbps 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Ⅲ) 5GHz(AC) 방식: 5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최대 전송 속도 433Mbps 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Ⅳ) 5GHz(A+N) 방식: 5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802.11A 방식과 802.1N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Ⅴ) 5GHz(N+AC) 방식: 5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802.11N 방식과 802.11AC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Ⅵ) 5GHz(A+N+AC) 방식: 5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802.11A 방식과 802.11N, 802.11AC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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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방식 설정 하기]
▣ AP 모드: Access Point 의 약어로 무선랜을 구성하는 장치 중 하나로, 유선랜과 무선랜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ZIO-5500AC 공유기의 기본 동작 모드는 [AP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 WDS 모드
유무선 공유기 및 무선 AP 한대로 무선 신호의 음영 지역에서

무선 유효 거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ZIO-5500AC 공유기를 [WDS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 합니다.

1) 무선 기본 설정 화면에서 동작 방식을 [WDS 모드]로 선택,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공유기 시스템 재 부팅 창이 표시되며, [지금 재 시작] 또는 [나중에 재 시작]을 선택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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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 기본 설정에서 WDS 설정 이후에 좌측에 구성된 메뉴 중 [WDS 설정]메뉴를 선택
합니다.

3) WDS 설정 화면에서 [WDS 사용함]에 체크 하시고, 무선으로 연결할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MAC 주소를 입력 합니다. 이때 [주변 Wi-Fi 목록 보기]를 클릭 하시면 ZIO-5500AC
공유기의 주변 무선 신호들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를

[선택]에 체크 하시고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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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선 AP 검색 창에서 선택한 유무선 공유기 및 무선 AP 의 MAC 주소가 [목적지 MAC

주소]에 표시되며, 목적지 MAC 주소에 무선 암호가 설정된 경우 [보안 설정]을 클릭 하시어
설정된 암호 방식 및 암호를 선택한 유무선 공유기 및 무선 AP 의 무선 암호 방식 및 암호를
동일하게 입력 하시고 [설정 저장]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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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유무선 공유기 및 무선 AP 의 MAC 주소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고 공유기 시스템 재 부팅 창에서 [나중에 재 시작]을 선택 클릭
합니다.

5) [내부 네트워크 설정] 메뉴에서 [공유기 내부 IP 주소]에 상윗단 공유기 및 AP 의 IP 대역의
IP 로 변경 후 [DHCP 서버] 항목을 [DHCP 사용안함]으로 선택 후 [설정적용]을 클릭 하신
다음 시스템 재 부팅 창에서 [지금 재 시작]을 선택 클릭 합니다.

☞ 상윗단 공유기 및 AP 의 기본 IP 주소가 192.168.10.1 인 경우에는 [공유기 내부 IP 주소]에
입력할 IP 대역은 192.168.10.2 이고, 기본 IP 주소가 192.168.0.1 인 경우에는 [공유기 내부 IP
주소]에 입력할 IP 대역은 192.168.0.2 를 입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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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WAN 모드
★ 무선 WAN 모드 설정은 5GHz 의 무선 WAN 모드 설정 및 2.4GHz 의 무선 WAN 모드 설정이
가능하며, 5GHz 의 무선 WAN 모드 설정 및 2.4GHz 의 무선 WAN 모드 설정 절차는 동일합니다.
아래 WAN 모드 설정은 5GHz 의 무선 WAN 모드 설정 절차를 설명드림을 참고 하십시오.
1) ZIO-5500AC 공유기를 무선 WAN 연결 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기
모드 설정 창에서 [무선 WAN 모드]에 선택 후 무선 WAN 모드로 설정하고자 하는 무선
방식을 5GHz 또는 2.4GHz 로 선택 하신 다음 [다음 단계]버튼을 클릭 합니다.

2) 무선 WAN 연결 화면에서 무선 WAN 연결(연결할 SSID) 항목의 [주변 WIFI 신호 검색]을
클릭 하시어 주변의 5GHz 의 무선 신호를 검색 합니다.

3) ZIO-5500AC 공유기가 설치된 장소의 주변 무선 5GHz 신호들이 검색되며,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신호를 [선택]란에 체크 하신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4) 선택한 무선 신호에 무선 암호가 설정된 경우에는 무선 WAN 연결 화면에서 암호 입력 란에
선택하신 무선 신호에 설정된 암호를 입력 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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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무선 신호에 무선 암호가 설정 안된 경우에는 무선 WAN 연결 화면에서 암호화
방식에 [사용안함]으로 자동 설정되며,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5) 무선 WAN 연결 모드 변경 시 ZIO-5500AC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 변경 메시지가 표시되며,

[확인]을 클릭 합니다.

참고:
무선 WAN 모드 이용 시 ZIO-5500AC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는 변경되므로 무선 WAN 연결
모드 변경 이후에 ZIO-5500AC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는 설정 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하는 PC 에
IP 를 수동으로 입력 후 http://192.168.20.1 을 입력하시어 설정 페이지로 접속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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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D, 대역폭, 채널 설정하기]
☞ 무선 기본 설정에서 SSID, 대역폭, 채널 설정은 공유기 사용 중 무선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무선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항목들을 설정 변경을 하십시오. 이는 주변의
무선 신호들과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정이며, 사용 중 무선 연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 설정 상태에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Ⅰ) SSID 변경: SSID 입력은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최대 32 문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 한글 입력 시 애플 IOS 기기에서는 한글 무선 신호 표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Ⅱ) 대역폭: 대역폭은 20MHz/40MHz/80MHz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역폭 지정에 따라 무선
장비에서 연결되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MHz로 선택할 경우 무선 장비에
연결되는 속도는 [72Mbps]로 연결되며, 40MHz로 선택 시 무선 장비에 연결되는 속도는
[150Mbps]로 연결되며, 80MHz로 선택할 경우 무선 장비의 연결 속도는 [433Mbps]로 연결
됩니다.

Ⅲ) 채널: 무선 연결에 사용되는 채널이며, 기본 채널 설정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자동채널]은 주변의 무선 채널들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2

5GHz 무선 고급 설정

☞ 5GHz 무선에 대한 고급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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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Fragment Threshold

무선 세기가 좋지 않을 경우 또는 전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프레임을 나누어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RTS Threshold

무선 데이터 전송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설정 값을 낮춰주십시오.
네트워크 패킷이 설정된 RTS 한계 값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
RTS/CTS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Beacon Interval

비콘의 간격을 표시합니다. 비콘은 무선

공유기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를 동기화하기 위한 패킷 브로드 캐스트입니다.
IAPP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무선

장비간의

연결

및

전송

호환성이

좋아집니다.
Protection

무선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데이터를 보호
합니다. 설정할 경우 보안 성이 좋아지지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Aggregation

클라이언트에서 분활 수신된 데이터를 목적지에 하나의 데이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Short GI

기존 800ns 의 GI 를 절반인 400ns 만 사용하여 쓰루풋을 향상
시킵니다.

WLAN Partition

유선과 무선의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합니다.

RF Output Power

무선 신호 강도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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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무선 고급 설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정 변경을 권장하지 않으며, 임의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공유기의 무선 성능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3

5GHz 무선 보안 설정

☞ 공유기의 무선 보안(무선 암호 또는 비밀번호)을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ZIO5500AC 공유기는 무선랜 보안 강화를 위하여 초기 무선 보안 설정이 된 상태 이므로 별도의
보안 설정이 필요치 않으나 설정된 무선 암호가 어려울 경우 기억하기 쉬운 암호로 설정하시어
사용하십시오.

2.3.1 암호화 방식 선택 하기

인증 방법 목록

의미

WPA-Mixed

WPA 인증과 WPA2 인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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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WPA2

WPA 인증 보다 향상된 방식으로 802.11n 모드로 암호 인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WPA

WEP 인증 방식을 보안하는 802.11i 방식을 표준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802.11n 모드로 암호 인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WEP

무선 802.11b 모드로 암호 인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1.3.2 암호화 방식 또는 암호 KEY 종류 선택 하기
▣ 암호 방식 선택 하기(WPA-Mixed 방식, WPA2 방식, WPA 방식)

☞ AES 방식: 8 자리의 문자열 및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802.11ac(433Mbps)의 무선 링크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 TKIP 방식: 8 자리의 문자열 및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802.11g(54Mbps)의 무선 링크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이 방식으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AC 모드에서도
54Mbps 로 연결 됩니다.

▣ 암호 길이 및 KEY 종류 선택 하기
☞ 64 비트: 가장 많이 쓰는 암호화 방식으로 문자열 5 자리 또는 16 진수 숫자 10 자리를 쓰게
됩니다.

☞ 128 비트: WEP 의 한 단계 진화된 버전으로 암호 키의 길이만 26 글자로 늘어납니다.

☞ 문자열: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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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진수: a~f, A~F, 0~9 의 숫자 또는 문자만 사용 가능하며, 제한된 숫자 및 문자를 입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 암호 입력 하기
☞ 암호 KEY(PSK): 8 자리 또는 8 자리 이상의 영문 문자 및 숫자를 입력 후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 암호 KEY(WEB): 5 자리(키값을 문자열로 선택한 경우) 또는 10 자리(키값을 16 진수로 선택한
경우)의 영문 문자 및 숫자를 입력 후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4

5GHz 무선 멀티 SSID 설정

☞ ZIO-5500AC 공유기 1 대로 4 개의 무선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하나의 공간에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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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SSID 설정 하기]
1) 사용하고자 하는 SSID 란에 체크 하시고 활성화 항목에서 [사용]으로 선택 합니다. SSID 에
식별하기 쉬운 영문 문자 및 숫자로 입력 합니다. 이때 무선 기본 설정의 SSID 와 중복되지 않는
SSID 로 입력 하십시오.

2) 사용하고자 하는 멀티 SSID 의 무선 전송 속도를 [전송 속도]항목에서 선택 합니다. [SSID

숨김]항목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SSID 를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으로 선택하시고, SSID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안함]으로 선택 합니다.

3) [접근권한]항목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SSID 를 인터넷 및 내부 네트워크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망 접근 허용]을 선택하시고, 단순 인터넷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만 허용]으로 선택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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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정된 멀티 SSID 는 각자의 독립적인 무선 네트워크로 동작되며, 무선 보안 설정도 가능
합니다. 무선 보안 설정은 본 사용 설명서 [2.3 5GHz 무선 보안 설정(본 사용 설명서
70 페이지)]을 참고 하시어 보안 설정을 하십시오.

2.5

5GHz 무선 클라이언트 목록

☞ ZIO-5500AC 공유기의 무선 신호에 연결된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연결 상태 및 전송 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이 메뉴는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2.6

5GHz 무선 연결 제어

☞ ZIO-5500AC 공유기의 무선 신호에 연결된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연결을 허용/차단(거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이 설정은 연결된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MAC 주소를
입력하시어 허용/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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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무선 기기의 무선 연결 제어 하기(무선 연결 차단)]
1) 제어 리스트 목록 항목에서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 하시어 ZIO-5500AC 공유기에
연결된 무선 기기를 [선택]란에 체크 하신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2) 제어 리스트 목록 항목에 [DHCP 클라이언트 목록]에서 선택한 무선 기기의 [MAC 주소],

[설명]란에 정보가 자동 입력 됩니다. 정보 확인 후 [추가]를 클릭 합니다. 제어 리스트 목록
추가를 수동 입력을 하실 경우 해당 기기의 MAC 주소 및 설명(식별 이름)을 확인 후 입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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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 연결 제어를 하고자 하는 기기의 선택이 완료되면 [무선 연결 제어 방법] 탭에서

[목록의 기기만 접속 제한]을 선택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7

5GHz 무선 WDS 설정

☞ WDS 설정은 다른 무선 장비와 공유기를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개의 AP 가 같은 채널을 사용해야 하며, 서로 양측간에 무선
MAC 주소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유기의 무선 동작 모드는 WDS 또는 AP+WDS 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WDS 설정 절차는 [2. 5GHz 무선 관리 -> 2.1 기본 설정 -> 동작 방식 설정 하기 ->

WDS 모드(사용 설명서 60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설정 하십시오.

중요:
WDS 사용시 장비 특성이나 호환성 부분으로 동일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부분에서 암호화 없이 간략하게 구성하여도 장비간의 WDS 기능이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설정을 하십시오.

2.8

5GHz 무선 WPS 설정

☞ WPS(Wi-Fi Protected Setup)는 무선 단말기 및 기기와 ZIO-5500AC 공유기 사이의 연결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서 보안 설정을 위해 긴 암호 키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무선 단말기 및
기기와 ZIO-5500AC 공유기의 WPS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강력한 보안 연결이 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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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버튼이 있는 무선랜 어뎁터 제품은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정이 되지만 그 외에
WPS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무선랜 어뎁터 마다 제공되는 무선 유틸리티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PIN 방식으로 WPS 설정 하기]
1) WPS 설정 화면에서 [WPS 사용안함]의 체크를 해제 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 [클라이언트 PIN 번호]란에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PIN 번호를 입력 하신 다음 [PIN 연결

시작]을 클릭 합니다.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PIN 번호는 해당 유틸리티 상에 있는 PIN 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십시오.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PIN 번호 입력 후에는 반드시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에서 WPS 버튼을 2 분 이내에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PBC 방식으로 WPS 설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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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WPS 버튼을 이용하여 무선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PBC 연결

시작]을 클릭 하거나 공유기 후면부의 WPS 버튼을 3 초~4 초간 누릅니다. 이때 ZIO-5500AC
공유기의 WPS LED 가 깜박거리며 WPS 설정 모드로 진입 합니다.

2) 공유기의 WPS 설정 후 2 분 이내에 WPS 버튼이 있는 무선랜 어뎁터 및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 상에서 PBC 메뉴를 동작 시킵니다. WPS 버튼이 있는 무선랜 어뎁터인 경우 WPS
버튼을 누릅니다.

WPS 버튼

3.
3.1

2.4GHz 무선 관리
2.4GHz 무선 기본 설정

☞ ZIO-5500AC 공유기의 5GHz 의 무선 기본 설정 및 동작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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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WIFI 모드

2.4GHz 주파수 대역의 무선 모드를 설정 합니다. 모드는

[2.4GHz(B), 2.4GHz(G), 2.4GHz(N), 2.4GHz(B+G),
2.4GHz(G+N), 2.4GHz(B+G+N)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

공유기의 동작 방식을 설정 합니다. 동작 방식은 [AP 모드], [WDS

모드], [AP+WDS

모드], [무선 WAN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식

무선랜의 접속 방식을 설정 합니다. 방식은 [Infrastructure], [Ad

Hoc] 방식으로 설정 합니다. [Infrastructure] 모드는 무선 공유기나
공공 AP 를 통하는 무선랜 연결하는 방식이며, [Ad-hoc] 모드는 공유
기나 공공 AP 를 통하지 않고 무선어댑터를 설치한 PC 간 무선랜 연
결 방식 입니다.
SSID(네트워크 이름)

공유기의

무선

신호

이름으로써,

공유기와

무선랜

단말기의

상호간의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 자를 설정 합니다.
대역폭

무선 전송에 사용할 대역폭을 설정 합니다.

사이드밴드 설정

메인 무선 채널을 중심으로 사용될 서브 채널의 위치를 설정
합니다.
사이드밴드 설정은 [Upper(상위채널)], [Lower(하위채널)]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무선 연결에 사용되는 채널(주파수 범위)을 설정 합니다. 국가
선택에 따라 채널 범위가 변경 됩니다.

SSID 숨김

SSID(네트워크 이름)의 표시 여부를 설정 합니다.

WMM 설정

PC 가 아닌 다른 휴대용 기기 및 게임기로 무선을 연결 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 품질을 보장 설정 합니다.

전송 속도

무선상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설정 합니다.

송신/수신 속도 제한

2.4GHz 의 무선 송신 및 수신 속도를 설정 합니다.

연결 관리

2.4GHz 의 무선 신호에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 기기의 목록 및
연결모드 등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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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모드 설정 하기]
☞ 공유기의 무선 방식을 설정하는 항목이며, 선택 방식에 따라 무선 링크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Ⅰ) 2.4GHz(B) 방식: 2.4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최대 전송 속도 11Mbps 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Ⅱ) 2.4GHz(G) 방식: 2.4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최대 전송 속도 54Mbps 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Ⅲ) 2.4GHz(N) 방식: 2.4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최대 전송 속도 150Mbps 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Ⅳ) 2.4GHz(B+G) 방식: 2.4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802.11B 방식과 802.1G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Ⅴ) 2.4GHz(G+N) 방식: 2.4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802.11G 방식과 802.11N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Ⅵ) 2.4GHz(B+G+N) 방식: 2.4GHz 무선 대역에서 무선 802.11B 방식과 802.11G, 802.11N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동작 방식 설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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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550AC 공유기의 2.4GHz 무선 동작 방식은 [AP 모드], [WDS 모드], [AP+WDS 모드],

[무선 WAN 모드]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은 무선 5GHz 무선 기본 설정의 동작 방식 설정과 동일하므로 [2. 5GHz 의 기본

설정 -> 2.1 기본 설정 -> 동작 방식 설정 하기(사용 설명서 60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SSID, 대역폭, 채널 설정하기]
☞ 무선 기본 설정에서 SSID, 대역폭, 채널 설정은 공유기 사용 중 무선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무선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항목들을 설정 변경을 하십시오. 이는 주변의
무선 신호들과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정이며, 사용 중 무선 연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 설정 상태에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Ⅰ) SSID 변경: SSID 입력은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최대 32 문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 한글 입력 시 애플 IOS 기기에서는 한글 무선 신호 표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Ⅱ) 대역폭: 대역폭은 20MHz/ 40MHz/ 80MHz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역폭 지정에 따라 무선
장비에서 연결되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MHz로 선택할 경우 무선 장비에
연결되는 속도는 [72Mbps]로 연결되며, 40MHz로 선택 시 무선 장비에 연결되는 속도는
[150Mbps]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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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채널: 무선 연결에 사용되는 채널이며, 기본 채널 설정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자동채널]은 주변의 무선 채널들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2

2.4GHz 무선 고급 설정

☞ 2.4GHz 무선에 대한 고급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메뉴 항목

의미

Fragment Threshold

무선 세기가 좋지 않을 경우 또는 전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프레임을 나누어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RTS Threshold

무선 데이터 전송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설정 값을 낮춰주십시오.
네트워크 패킷이 설정된 RTS 한계 값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
RTS/CTS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Beac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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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동기화하기 위한 패킷 브로드 캐스트입니다.
IAPP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무선

장비간의

연결

및

전송

호환성이

좋아집니다.
Protection

무선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데이터를 보호
합니다. 설정할 경우 보안 성이 좋아지지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Aggregation

클라이언트에서 분활 수신된 데이터를 목적지에 하나의 데이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Short GI

기존 800ns 의 GI 를 절반인 400ns 만 사용하여 쓰루풋을 향상
시킵니다.

WLAN Partition

유선과 무선의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합니다.

무선 송출 세기

무선 신호 강도를 조정합니다.

주의:
무선 고급 설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정 변경을 권장하지 않으며, 임의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공유기의 무선 성능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3

2.4GHz 무선 보안 설정

☞ 공유기의 무선 보안(무선 암호 또는 비밀번호)을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ZIO5500AC 공유기는 무선랜 보안 강화를 위하여 초기 무선 보안 설정이 된 상태 이므로 별도의
보안 설정이 필요치 않으나 설정된 무선 암호가 어려울 경우 기억하기 쉬운 암호로 설정하시어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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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암호화 방식 선택 하기

인증 방법 목록

의미

WPA-Mixed

WPA 인증과 WPA2 인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WPA2

WPA 인증 보다 향상된 방식으로 802.11n 모드로 암호 인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WPA

WEP 인증 방식을 보안하는 802.11i 방식을 표준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802.11n 모드로 암호 인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WEP

무선 802.11b 모드로 암호 인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3.3.2 암호화 방식 또는 암호 KEY 종류 선택 하기
▣ 암호 방식 선택 하기(WPA-Mixed 방식, WPA2 방식, WPA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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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S 방식: 8 자리의 문자열 및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802.11n(150Mbps)의 무선 링크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 TKIP 방식: 8 자리의 문자열 및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802.11b/g(54Mbps)의 무선 링크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 암호 길이 및 KEY 종류 선택 하기
☞ 64 비트: 가장 많이 쓰는 암호화 방식으로 문자열 5 자리 또는 16 진수 숫자 10 자리를 쓰게
됩니다.

☞ 128 비트: WEP 의 한 단계 진화된 버전으로 암호 키의 길이만 26 글자로 늘어납니다.

☞ 문자열: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 16 진수: a~f, A~F, 0~9 의 숫자 또는 문자만 사용 가능하며, 제한된 숫자 및 문자를 입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 합니다.

▣ 암호 입력 하기
☞ 암호 KEY(PSK): 8 자리 또는 8 자리 이상의 영문 문자 및 숫자를 입력 후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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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KEY(WEB): 5 자리(키값을 문자열로 선택한 경우) 또는 10 자리(키값을 16 진수로 선택한
경우)의 영문 문자 및 숫자를 입력 후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3.4

2.4GHz 무선 멀티 SSID 설정

☞ ZIO-5500AC 공유기 1 대로 4 개의 무선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하나의 공간에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멀티 SSID 설정 절차는 [2.4 5GHz 무선 멀티 SSID 설정 -> 멀티
SSID 설정 하기(본 사용 설명서 71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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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정된 멀티 SSID 는 각자의 독립적인 무선 네트워크로 동작되며, 무선 보안 설정도 가능
합니다. 무선 보안 설정은 본 사용 설명서 [3.3 2.4GHz 무선 보안 설정(사용 설명서 82
페이지)]을 참고 하시어 보안 설정을 하십시오.

3.5

2.4GHz 무선 클라이언트 목록

☞ ZIO-5500AC 공유기의 무선 신호에 연결된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연결 상태 및 전송 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이 메뉴는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3.6

2.4GHz 무선 연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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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O-5500AC 공유기의 무선 신호에 연결된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연결을 허용/차단(거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이 설정은 연결된 무선 단말기 또는 기기의 MAC 주소를
입력하시어 허용/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무선 기기의 무선 연결 제어 하기(무선 연결 차단)]
1) 제어 리스트 목록 항목에서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 하시어 ZIO-5500AC 공유기에
연결된 무선 기기를 [선택]란에 체크 하신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2) 제어 리스트 목록 항목에 [DHCP 클라이언트 목록]에서 선택한 무선 기기의 [MAC 주소],

[설명]란에 정보가 자동 입력 됩니다. 정보 확인 후 [추가]를 클릭 합니다. 제어 리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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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수동 입력을 하실 경우 해당 기기의 MAC 주소 및 설명(식별 이름)을 확인 후 입력
하십시오.

3) 무선 연결 제어를 하고자 하는 기기의 선택이 완료되면 [무선 연결 제어 방법] 탭에서

[목록의 기기만 접속 제한]을 선택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3.7

2.4GHz 무선 WDS 설정

☞ WDS 설정은 다른 무선 장비와 공유기를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개의 AP 가 같은 채널을 사용해야 하며, 서로 양측간에 무선
MAC 주소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유기의 무선 동작 모드는 WDS 또는 AP+WDS 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WDS 설정 절차는 [2. 5GHz 무선 관리 -> 2.1 기본 설정 -> 동작 방식 설정 하기 ->

WDS 모드(사용 설명서 60 페이지)]절차를 참고하시어 설정 하십시오.

중요:
WDS 사용시 장비 특성이나 호환성 부분으로 동일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부분에서 암호화 없이 간략하게 구성하여도 장비간의 WDS 기능이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설정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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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4GHz 무선 WPS 설정

☞ WPS(Wi-Fi Protected Setup)는 무선 단말기 및 기기와 ZIO-5500AC 공유기 사이의 연결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서 보안 설정을 위해 긴 암호 키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무선 단말기 및
기기와 ZIO-5500AC 공유기의 WPS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강력한 보안 연결이 됩니다. 단,
WPS 버튼이 있는 무선랜 어뎁터 제품은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정이 되지만 그 외에
WPS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무선랜 어뎁터 마다 제공되는 무선 유틸리티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PIN 방식으로 WPS 설정 하기]
1) WPS 설정 화면에서 [WPS 사용안함]의 체크를 해제 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 [클라이언트 PIN 번호]란에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PIN 번호를 입력 하신 다음 [PIN 연결

시작]을 클릭 합니다.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PIN 번호는 해당 유틸리티 상에 있는 PIN 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십시오.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PIN 번호 입력 후에는 반드시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에서 WPS 버튼을 2 분 이내에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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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 방식으로 WPS 설정 하기]
1) 무선랜 어뎁터 및 기기의 WPS 버튼을 이용하여 무선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PBC 연결

시작]을 클릭 하거나 공유기 후면부의 WPS 버튼을 3 초~4 초간 누릅니다. 이때 ZIO-5500AC
공유기의 WPS LED 가 깜박거리며 WPS 설정 모드로 진입 합니다.

2) 공유기의 WPS 설정 후 2 분 이내에 WPS 버튼이 있는 무선랜 어뎁터 및 무선랜 어뎁터
유틸리티 상에서 PBC 메뉴를 동작 시킵니다. WPS 버튼이 있는 무선랜 어뎁터인 경우 WPS
버튼을 누릅니다.

WPS 버튼

4.

고급 기능 설정

4.1

비정규 FTP 설정

☞ 공유기에 연결된 FTP 서버 또는 서버에서 기본 포트인 21 번 포트가 아닌 임의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포트 번호를 사용할 경우 FTP 서버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정규 포트를 설정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비정규 FTP 설정하기]
1) 비정규 FTP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정규 FTP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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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의 비정규 포트 번호를 [포트 번호]입력란에 입력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4.2

DMZ 설정

☞ 공유기와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및 단말기에서 임의의 특정 네트워크 기기 및 단말기의 모든
포트를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이 기능이 실행되면 사용 중인 LAN 상의
PC 1 대에 한하여 인터넷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되도록 설정되며 "DMZ"로 설정된 PC 는
기타 인터넷 사용자 혹은 서버들간의 무제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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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 3 배틀 넷 방이 만들어 지지 않거나 게임에서 튕길 때의 설정 방법이며,
P2P 프로그램에서 방화벽이 설정되었다고 한다거나 로우 아이디가 뜨실 때, 기타 서버를
여신다거나 CCTV 원격접속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 설정을 해 주시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DMZ 설정 메뉴에서는 [Super DMZ]설정도 가능 합니다. Super DMZ 설정은
공유기에 연결된 임의의 네트워크 기기 및 단말기에 인터넷 통신사에서 할당 받은 인터넷
IP(공인 IP) 주소를 직접 할당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DMZ 설정하기(방화벽 해제하기)]
1) DMZ 설정 화면에서 [DMZ 사용 여부]항목을 [DMZ 사용함]으로 선택 합니다.

2) [대상 IP 주소]항목에 포트를 개방하고자 하는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 하시어 포트 개방 하고자 하는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를 선택 하시고 선택 완료되면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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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MZ] 기능이 설정된 PC 는 비정규 포트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어 외부의 공격(바이러스,
해킹 등)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DMZ]기능이 필요하실 경우에만 설정하시어
사용하십시오.

[Super DMZ 설정하기]
1) DMZ 설정 화면에서 [DMZ 사용 여부]항목을 [Super DMZ 사용함]으로 선택 합니다.

2) [대상 MAC 주소]란에 인터넷 통신사의 인터넷 IP(공인 IP)주소를 직접 받고자 하는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의 MAC 주소를 입력 합니다. 이때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 하시어 공인
IP 주소를 받고자 하는 PC 또는 네트워크 기기를 선택 하시고 선택 완료되면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참고:
[Super DMZ]기능이 설정된 PC 는 인터넷 통신사의 인터넷 IP(공인 IP 또는 외부 IP)로
할당되기 때문에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습니다. Super DMZ 설정을 먼저
해제를 하신 다음 공유기 설정 페이지로 접속 하십시오. Super DMZ 해제는 사용중인
공유기의 [초기화(공장 초기화)] 버튼으로 초기화를 진행하시면 Super DMZ 기능은 해제
됩니다.

ZIO-5500AC 사용 설명서

페이지 91

4.3

DDNS 설정

DDNS 기능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IP 주소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로 이루어진
URL 주소를 사용하여 가상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 운영 시 유동 IP 주소일 경우 IP 주소는 연결할 때마다 변경되므로 이로 인해 가성
서버 또는 원격 접속 연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DDNS 를 사용하면 매번
IP 주소를 확인할 필요 없이 URL 주소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메뉴 항목

의미

서비스 제공

DDNS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 합니다.

도메인 이름

DDNS 서비스 공급자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 합니다.

사용자 이름

DDNS 서비스 공급자에 등록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 합니다.

비밀 번호

DDNS 서비스 공급자에 등록한 비밀 번호를 입력 합니다.

[myzio.co.kr 의 DDNS 설정 하기]
1) DDNS 설정 화면에서 [DDNS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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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된 DDNS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 합니다. 서비스 제공 목록에서 [myzio.co.kr]을 선택
합니다.

3) 관리 구분에서 [새로운 계정 등록]으로 선택 하신 다음 [사용자 이름], [비밀 번호]란에
입력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4.4

WOL 설정

☞ WOL 설정은 원격지 또는 내부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기를 이용하여 WOL 을 지원하는 PC 의
전원을 원격으로 켤 수 있도록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또한,

원격지에서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의

[원격

웹

접속

설정]메뉴에서 [원격 웹 접속 허용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유기의 웹
관리 화면으로 접속하여 WOL 메뉴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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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중인 PC 의 유선 랜카드에서 WOL 기능 지원 여부는 PC 의 보드 제조사 및 랜카드(LAN)
제조사에 문의 하십시오. 또한 이 기능은 유선 랜카드에서만 지원되는 기능 입니다.

[WOL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PC 정보 설정하기]
1) 원격지에서 WOL 기능을 이용하여 전원을 켜고자 하는 PC 의 정보를 WOL [즐겨찾기

목록]에서 지정합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등록/수정]을 클릭 하신 다음 [기기 선택]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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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이 표시되며 WOL 부팅을 하고자 하는 PC 를 [선택]란에 체크 하신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3) 즐겨찾기 목록에서 [장치이름]과 [MAC 주소]란에 DHCP 클라이언트 목록에서 선택한 PC 의
장치 이름과 MAC 주소가 자동 입력되며, 입력된 장치 이름과 MAC 주소의 PC 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즐겨찾기 목록 저장]을 클릭 합니다.

[원격지에서 공유기에 연결된 PC 전원 켜기]
1) 원격지에서 사용중인 PC 또는 스마트 폰, 태블릿 PC 에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 합니다.
2) 웹 브라우저 주소 입력란에 공유기에 할당된 인터넷 IP 주소(공인 IP 또는 외부 IP 주소)와 웹
접속 포트 번호를 입력 하시거나 DDNS 설정에 등록된 DDNS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 후
공유기 설정 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중요:
웹 브라우저에 입력할 인터넷 IP 주소는 공유기와 연결된 PC 에서 공유기 설정 페이지로 접속
후 [환경 설정]  [기본 설정]  [공유기 상태 정보]의 [인터넷 연결 정보]  [외부 IP

주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WOL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IP 주소 및 DDNS 설정을
이용하여 만드신 도메인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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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한 공유기 설정 페이지에서 [환경 설정]  [관리자 설정]  [고급 기능 설정] 

[WOL 설정]을 선택 합니다.

4) WOL 화면에서 [즐겨찾기 목록]에서 WOL 부팅 하고자 하는 PC 의 목록을 클릭 합니다.

5) 선택하신 PC 장치 이름과 MAC 주소가 상단 목록에 자동 입력되며, [장치 켜기]를 클릭
하시면 입력하신 MAC 주소를 가진 PC 는 부팅이 시작 됩니다.

5.

방화벽 설정

5.1

포트 포워딩 설정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DVR, CCTV 의 경우 사용하는 특정 포트를 개방하여
원격지에서 원격 접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메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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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IP 주소

5500AC 공유기의 WAN 단자에 연결된 공인 IP(외부 IP)주소를 표시
합니다.

외부 포트

개방하고자 하는 외부 포트의 범위를 입력 합니다.

프로토콜

포트 개방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을 선택 합니다.

내부 IP 주소

포트 개방을 하고자 하는 PC 의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내부 포트

개방하고자 하는 내부 포트의 범위를 입력 합니다.

설명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문자 또는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 합니다.

[포트 포워딩 설정 하기]
1) 포트 포워딩 설정 화면에서 [포트 포워딩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프로토콜]항목에서는 게임 및 FTP 서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CP]를 선택하시고,
CCTV 영상 재생 및 실시간 TV 시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CP&UDP]로 선택 하십시오.

3) [외부 포트] 와 [내부 포트]란에 개방하고자 하는 포트 번호를 각각 입력 합니다.

4) [내부 IP 주소]항목에서는 FTP 서버, CCTV 에 연결된 메인 PC 등에 할당된 IP 주소를 입력
하시고, [설명]에 식별이 쉬운 문자 및 숫자를 입력 합니다. 공유기에 연결된 기기의 IP 주소는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 하시면 할당되는 IP 주소 확인 및 선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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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어 설정한 내용을 저장 합니다.

5.2

포트 필터링 설정

☞ 특정 포트에 대한 통신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메뉴 항목

의미

포트 범위

차단 하고자 하는 포트 범위를 입력 합니다.

프로토콜

포트 차단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을 선택 합니다.

설명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문자 또는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 합니다.

[포트 필터링 설정 하기]
1) 포트 필터 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포트 필터링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통신을 차단 하고자 하는 포트 번호를 [포트 범위]에 각각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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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차단할 포트의 프로토콜을 [프로토콜] 항목에서 선택 하시고 [설명]에 식별 가능한
이름을 입력 합니다.

4) 포트 필터링 설정을 위한 포트 범위 입력 및 프로토콜 선택이 완료되면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면 IP 주소 필터링 설정이 완료 됩니다.

5.3

IP 주소 필터링 설정

☞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및 단말기에 할당되는 IP 주소를 제한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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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내부 IP 주소

차단 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프로토콜

인터넷 차단 및 내부 통신을 차단 하고자 하는 IP 주소의 프로토콜
[TCP+UDP], [TCP], [UDP]를 선택 합니다.

설명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 합니다.

[IP 주소 필터링 설정 하기]
1) IP 주소 필터 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IP 필터링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차단 하고자 하는 공유기의 내부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내부 IP 주소]에 차단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이때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하시면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의 IP 주소 및 MAC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말기 또는 기기를 [선택]에 체크 후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3) 내부 IP 주소 입력을 하신 다음 차단 하고자 하는 IP 주소의 프로토콜을 [프로토콜] 항목에서
선택 하시고 [설명]에 식별 가능한 이름을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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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주소 필터링 설정을 위한 IP 주소 입력 및 프로토콜 선택이 완료되면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면 IP 주소 필터링 설정이 완료 됩니다.

5.4

MAC 주소 필터링 설정

☞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및 단말기의 MAC 주소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 및 내부
통신을 차단하는 메뉴 입니다.

[MAC 주소 필터링 설정하기]
1) MAC 주소 필터링 설정 화면에서 [MAC 필터링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MAC 주소]에 차단하고자 하는 MAC 주소를 입력 합니다. 이때 [DHCP 클라이언트

목록]을 클릭하시면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의 IP 주소 및 MAC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말기 또는 기기를 [선택]에 체크 후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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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단말기 및 기기 선택이 완료되면 [MAC 주소]에 선택한 기기의 MAC 주소가 자동
입력되며,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면 입력된 MAC 주소는 통신이 차단 됩니다.

5.5

URL 주소 필터링 설정

☞ URL 필터링은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및 단말기에 특정 URL(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차단하는 메뉴 입니다.

[URL 주소 필터링 설정하기(특정 URL 주소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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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L 주소 필터링 설정 화면에서 [URL 주소 필터링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URL 주소]란에 접속 차단을 하고자 하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 합니다. 주소 입력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하십시오.
네이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www.naver.com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www.sex.com
게임 사이트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www.pmang.com

3) 차단할 URL 주소 입력이 완료되면 [설정 적용]을 클릭 하시면 접속 차단 설정된 인터넷
URL 은 접속되지 않습니다.

5.6

자녀보호설정

☞ 공유기에 연결된 유선 및 무선 기기 상에서 음란물, 폭력, 자살, 도박 사이트 등의 유해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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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호설정 하기_기본 설정]
1) 자녀보호서비스 화면에서 [자녀보호 서비스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설정 방법 탭에서 [기본 설정]을 선택하신 다음, 규칙 이름에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입력
합니다.

3) 허용 차단 탭에서 [차단]으로 선택하시고, 인터페이스 탭에서 [MAC 체크] 및 [IP 체크]를
선택 합니다.

Ⅰ.

네트워크 기기의 MAC 주소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탭에서 [MAC 체크]에 선택 하시고, MAC 주소 탭에서 [클라이언트 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 합니다.

Ⅱ. 네트워크 기기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탭에서 [IP 체크]에 선택 하시고, 차단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IP 주소]란에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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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줄-요일 탭에서 인터넷 사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 하시고, 스케줄-시간 탭에서
인터넷 사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입력 하신 다음 [적용]을 클릭 합니다.

5.7

시스템 보안 설정

☞ 공유기에 들어오는 패킷을 감지하여 설정 값에 따라 공격성 패킷 여부를 판단하여 공격성
패킷인 경우 차단토록 하는 메뉴 입니다.

ZIO-5500AC 사용 설명서

페이지 105

[시스템 보안 설정하기]
1) 시스템 보안 설정화면에서 [DDoS 차단 기능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2) 차단하고자 하는 패킷들을 선택 합니다. 전체 패킷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택]을 클릭 하시고 패킷을 선택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패킷을 선택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5.8 바이러스 차단
☞ 인터넷이나 각종 P2P 사이트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웜 바이러스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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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 바이러스 차단 설정하기]
☞ 웜 바이러스 차단 화면에서

[웜 바이러스 차단]에 체크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6 특수 기능 설정
5.1 QOS 설정
☞ QOS설정은 인터넷에 보낼 패킷의 우선 순위 제어 여부를 결정 및 설정하는 메뉴로써
네트워크에 익숙한 전문가용 설정 입니다. 각 항목의 설정 상태에 따라 네트워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는 기본 설정 상태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메뉴 항목

의미

주소 방식

IP 또는 MAC 에 대한 QOS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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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방식을 IP 로 지정할 경우 활성화 되며, 설정하고자 하는 IP 의
내부 IP 주소

주소 대역을 입력합니다. 만일 하나의 IP 주소만을 지정할 경우
시작과 끝에 동일한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MAC 주소

주소 방식을 MAC 로 지정할 경우 활성화 되며, 설정하고자
하는 MAC 주소를 입력 합니다.
QOS 의 규칙을 선택합니다.
최소 대역폭 보장: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 기록한 업 링크
속도 및 다운링크 속도 값을 최소로 설정하여, 해당 설정된

모드

속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최대 대역폭 보장: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 기록한 업 링크
속도 및 다운링크 속도 값을 최대로 설정하여, 해당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설명

QOS 규칙 목록에 저장될 이름을 입력합니다.

업 링크 속도

QOS 규칙에서 사용할 업 링크의 속도를 입력합니다.

다운링크 속도

QOS 규칙에서 사용할 다운링크의 속도를 입력합니다.

5.2 라우팅 설정
☞ 라우팅 설정은 외부의 특정 목적지의 게이트웨이와 연결 시켜주는 기능으로서, 인터넷 접속과
더불어 외부의 특정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연결 시켜 줍니다. 대기업 및 금융권 회사들은 지방의
지사들과 본사에 구축된 메인 서버에 라우터를 설치하여 서로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메인 서버로 접속 및 지사의 인터넷 공유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기의
라우팅 설정에서 메인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이 가능토록 설정하게 되면 ZIO-5500AC
공유기는 내부에 구성된 네트워크를 메인 서버까지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우팅 기능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필요가 없으며 접근을 제어하거나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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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IP 주소

접속할 원격지의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접속할 원격지의 서브넷 마스크 값을 입력 합니다.

게이트웨이

내부 네트워크 공유기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 합니다.

홉

설정하고자 하는 라우팅간의 홉수를 입력합니다.

인터페이스

LAN 구간에 대한 라우팅 또는 WAN 구간에 대한 라우팅을
선택하여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설정 하기]
1. 공유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접속할 원격지의 IP 및 서브넷 마스크를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에 각각 입력 합니다.

2. [게이트웨이]에는 ZIO-5500AC 공유기의 기본 게이트웨이(공유기 내부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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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하고자 하는 홉수를 [홉]에 입력 하신 다음 [인터페이스]에 LAN 또는 WAN 의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참고:
홉 이란? 하나의 데이터 링크를 가리키며, 네트워크 내에서 출발지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는 일련의 홉들로 연결된다. 홉은 패킷이 통과해야만 하는 라우터의 숫자를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패킷 교환방식의 네트워크에서, 홉은 데이터 패킷이 하나의
라우터로부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라우터로 보내어지는 여정입니다. TCP/IP 를 사용하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패킷이 목적지로 가는데 걸린 홉 숫자는 패킷 헤더에
유지되며, (그것을 "hop count"라고 함)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홉을

기록한 패킷은

폐기됩니다.

5.3 라우팅 테이블
☞ 라우팅 설정에서 설정된 라우팅 테이블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서,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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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VPN 서버 설정

메뉴 항목

의미

VPN 서버 주소

VPN 서버에 연결할 IP 주소를 표시 합니다.

암호화 방법

MPPE 암호화 사용 여부를 체크 합니다.

VPN 사용자 이름

VPN 서버에 접속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 합니다.

VPN 접속 암호

VPN 서버에 접속할 암호를 입력 합니다.

할당될 IP 주소

VPN 서버의 사용자 이름에 할당될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VPN 서버 설정하기]
1) VPN 서버 설정 화면에서 [VPN 서버 사용함]에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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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PN 서버 주소]에 공유기의 외부 IP 주소 확인 후 MPPE 암호화 사용 여부를 체크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3) VPN 계정 설정에서 [VPN 사용자 이름]/ [VPN 접속 암호]/ [할당될 IP 주소]에 VPN 접속
시 사용할 정보를 입력 합니다.

☞ 할당 IP 주소 입력 시 끝자리 IP 주소는 [201~203] 내의 IP 주소를 입력 하십시오. (EX
공유기의 기본 IP 주소가 192.168.0.1 인 경우 할당될 IP 주소는 192.168.0.201~192.168.0.203 내의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4)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사용자 등록/수정]을 클릭 하시어 입력 내용을 저장 합니다.

5.5 사운드 설정
☞ USB 형 사운드 카드를 이용하여 ZIO-5500AC 공유기에서 WIFI 로 연결된 스마트 기기의
음악을 무선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ZIO-5500AC 사용 설명서

페이지 112

중요:
USB 형 사운드 카드를 이용하여 ZIO-5500AC 공유기에서 WIFI 로 연결된 스마트 기기의
음악을

무선으로

즐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기본

어플인

[뮤직]

및

[BubbleUPnP]어플을 이용하여 미디어를 스트리밍 하시기 바랍니다.

[USB 형 사운드 카드를 이용한 Wi-Fi 음악 공유하기]
1) 사운드 설정 화면에서 [사운드 켜기]에 체크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 사용중인 스마트폰 및 휴대 기기에서 [뮤직]을 실행 하여 music 파일(mp3 형 음악파일)을 재생
합니다. (다음 설명은 삼성 제품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였음을 참고하십시오.)

3. 재생 중인 창에서 DLNA 아이콘을 클릭 하시어 디바이스 선택 창에서 [Zio_Sound]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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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마트폰 및 휴대 기기는 ZIO-5500AC 공유기와 무선으로 연결하신 상태에서 디바이스
검색을 하십시오. 무선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디바이스 선택 창에서 [Zio_Sound]는 표시 되지
않습니다.

6. 시스템 관리
6.1 패킷 정보
☞ 공유기 내부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송신/수신 패킷 정보를 표시 합니다. 이 메뉴는 패킷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이므로 별도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6.2 웹 원격 접속 설정
☞ 외부에서 사용중인 ZIO-5500AC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이 메뉴는 외부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유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유기의 WOL 기능을 이용하고 하는 경우 설정이
꼭 필요한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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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웹 접속 설정하기]
1) 원격 웹 접속 설정화면에서 [원격 웹 접속 허용함]에 체크 합니다.

2)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공유기 설정페이지 포트 번호를 [웹 접속 포트]에 입력 또는 변경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6.3 타임 서버 설정
☞ 공유기의 시간을 수동 설정 및 인터넷을 통해 동기화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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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서버 설정하기]
1) 공유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지역의 시간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임 서버

업데이트 사용함]에 체크 하신 다음 [시간 서버]에서 지역을 선택 하시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2) 공유기 설정 페이지로 접속한 PC 의 시간으로 시간대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C 시간

복사]를 클릭 하신 다음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6.4 백업 및 복구
☞ 현재 공유기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을 PC 에 저장하거나 기존에 저장된 설정 파일을 불러옵니다.
또한 공유기를 재시작 하거나 초기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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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의미

현재 설정을 파일로 저장

현재 공유기에

설정된

내용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파일로 저장된 설정 로드

PC 에 저장된 공유기 설정 내용을 공유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공장 초기화

공유기의 설정 값을 초기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공유기 재 시작

공유기를 재 시작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공유기 설정 내용 저장하기]
1) “현재 설정을 파일로 저장”의 [파일로 저장]을 클릭 합니다.

2)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 저장 합니다.

(Windows 7 의 저장 예시)
3) 저장된 파일은

[config.dat]파일로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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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파일로 공유기 설정하기]
1) “파일로 저장된 설정 로드”의 [찾아보기]를 클릭 합니다.

2) [업로드 할 파일 선택] 창에서 로드 설정할 파일(.bin)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 하시거나

[열기]를 클릭 합니다.

3) 선택한 파일 경로가 자동 입력되며, [설정 적용]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파일의 설정 내용을
적용 됩니다.

6.5 비밀 번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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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하여 사용하는 메뉴 입니다. 이
설정을 하신 경우에는 설정 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입력 창이 표시되며,
설정된 사용자 이름 및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어 설정 페이지 접속을 하십시오.

[설정 페이지 접속 제한 설정하기]
1) [새 사용자 이름]과 [새 비밀번호] 입력란에 설정하고자 하는 이름을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 합니다.

2) [새 비밀번호 확인]에 [새 비밀번호]에 입력한 비밀 번호를 동일하게 입력 후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3) 사용자 계정 설정이 된 이후에는 설정 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 입력 창이
표시되며, 설정된 사용자 이름(새 사용자 이름) 및 비밀 번호(암호)를 입력하시어 설정 페이지
접속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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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로그 아웃
☞ 설정 페이지에 접속된 사용자 계정 로그 인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 입니다.
사용자 계정 로그 인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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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문제 해결
1. 유선 문제 해결
1. 공유기를 설치 후 유선 PC 에서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이 제한됨]메시지가
표시되면서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 공유기와 PC 구간에 유선으로 연결된 LAN 케이블 상에서 데이터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표시되는 메시지 입니다. 설치 및 사용중인 공유기를 [초기화]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된다면 공유기와 PC 구간에 연결된 LAN 케이블을 교체하시어 사용 하십시오.

2. 공유기 설정 페이지 (http://192.168.0.1)가 접속되지 않습니다.
▶ 공유기와 유선으로 연결된 PC 의 할당된 IP 대역이 공유기의 DHCP IP 로 할당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IP 대역 할당 확인하는 방법은 본 사용 설명서 [2 장. 공유기 연결  4 단계 공유기와
PC 연결 확인]내용을 참조하시어 [기본 게이트웨이 또는 Default Gateway]를 확인 합니다.

확인된 [기본 게이트웨이 또는 Default Gateway] 주소를 인터넷 주소란에 입력 하십시오.
이후에도 동일 증상이 사용중인 공유기를 [초기화]를 진행하시어 공유기 기본 IP 주소인
http://192.168.0.1 을 입력하시면 설정 페이지에 정상 접속이 가능 합니다.

참고:
공유기를 초기화 후 공유기 기본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란에 입력 후에도 설정 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윈도우 기반의 웹 브라우저가 아닌 구글 크롬 및 파이어폭스를
이용하여 재 접속을 하십시오. 이는 인터넷 익스플러의 자바 스크립트 오류 및 보안의 오류로
인하여 설정 페이지 및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원룸/ 기숙사/ 고시원/ 학교 등의 장소에 공유기를 설치 하였으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원룸/ 기숙사/ 고시원/ 학교 등 공유기가 설치되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환경에서 공유기를
추가 설치하실 경우 이미 설치된 공유기와 ZIO-5500AC 공유기와의 IP 충돌로 인하여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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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모드]로 전환 후 사용을 하시거나 공유기의 [내부 네트워크 설정]에서 [내부 IP 주소]를
변경하시어 사용하십시오.
특히 학교 및 사무실 등에서 ZIO-5500AC 공유기를 설치 후 네트워크 공유 및 프린터 공유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ZIO-5500AC 공유기 동작 모드를[허브 모드]로 전환하여 사용을 권장
합니다. 공유기 동작 모드 변경은 본 사용 설명서 [6 장. 관리자 설정  1. 네트워크 관리  1.1
동작 모드 설정]을 참조하시고, 내부 IP 주소 변경은 본 사용 설명서 [6 장. 관리자 설정  1.
네트워크 관리  1.4 내부 네트워크 설정]을 참고 하시어 설정 하십시오.

4. 공유기 동작 모드를 [허브 모드]로 전환한 이후로 공유기 설정 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 공유기의 동작 모드를 [허브 모드]로 전환하신 경우에는 공유기의 DHCP IP 를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허브 모드에서는 공유기 설정 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중인 ZIO-5500AC 공유기를 [초기화]를 진행 하신 다음 다시 [공유기 모드]로 전환 하시면
공유기 설정 페이지 접속은 가능 합니다.

2. 무선 문제 해결
1. 공유기의 무선 신호 이름(SSID)는 검색되나 무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신호
세기가 강함으로 표시되나 무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 최근 주변 Wi-Fi 및 휴대용 무선 기기의 보편화로 인한 무선 신호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ZIO-5500AC 공유기의 무선 [SSID 및 채널]을 변경하시어 사용
하십시오. 무선 SSID 변경 및 채널 변경은 본 사용 설명서 [6 장. 관리자 설정  3 무선
네트워크 관리  기본 설정]을 참조하시어 설정 변경을 하십시오. SSID 변경은 [영문 및

숫자]를 이용하여 변경하시고 무선 채널은 [자동 채널]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되

채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널 간섭이 적은 채널인 [1 번, 5 번, 9 번, 13 번]채널을 변경하시어
사용을 권장 합니다.

2. 공유기의 무선 링크 속도가 54Mbps 로 표시 됩니다.
▶ 이 경우에는 공유기의 무선 암호 인증 방식 및 무선 대역폭의 설정을 변경 또는 확인
하십시오. 무선 암호 인증 방식이 WEP 방식이나 WPA-PSK, WPA2-PSK 의 TKIP 은 무선 링크
속도를 54Mbps 로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무선 암호 인증 방식을 [WPA-PSK, WPA2-PSK 의

AES]으로 변경하십시오. 또한 무선 대역폭이 [20MHz]로 설정된 경우에는 [20/40MHz]의
대역폭으로 설정 변경을 하시면 무선 링크 150Mbps 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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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 연결이 임의로 끊어지거나 속도가 느립니다.

▶ 이 경우에는 연결이 끊어지는 장치(USB형 무선랜 어뎁터 및 노트북, 스마트 폰)와 공유기를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무선 끊김 및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일부 경우 2.4 GHz 무선 전화기와 같은 다른 무선 네트워크 또는 소스에서 방해가 발생하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ZIO-5500AC 공유기의 사용하는
무선 채널을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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