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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소개 
개요 
54Mbps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 54 

Mbps 무선속도를 지원하고,  4개의 10/100Mbps 유선 이더넷을 이용하여,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공유하기 위한 이상적인 네트워장치입니다.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리소스를 공유하고, 

이메일을 검색하고, 커다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비디오 회의를 수행하고 

디지털 포토, 비디오 또는 MP3 파일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라우터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해 128 비트까지 WEP 암호 

화를 지원합니다.  

54M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를 활용하려면, 이 매뉴얼을 참조 하십시오. 

특징 
• 54Mbps (802.11g) 및 11Mbps (802.11b) 장치와의 상호호환성 
• 4 개의 10/100Mbps 이더넷 LAN 포트 
• 1 개의 10/100Mbps WAN 포트 
• SmartSepup 3 설치 마법사 
• Wake On LAN 기능 
• 하드웨어 초기화 버튼 내장 
• 64 / 128 비트 Wired Equivalent Privacy (WEP) 기능 내장 
• Wi-Fi® Protected Access (WPA) 기능 내장 
• 동적인 도메인 이름 서비스 (DDNS) 기능 제공 
• UPnP™ (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레이) 
•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능 (NAT) 
• 가상 사설 통신망 (VPN) 연결 기능 
• 802.1x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RADIU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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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물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패키지에 다음 제품 구성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 분리 가능한 외장형 2.4GHz 안테나 

• Cat. 5 다일렉트 케이블 

• AirCruiser G Quick 사용자 설명서 

• 리소스 CD 

• 전원 어댑터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빠져 있을 경우, 가까운 판매 대리점 또는 
판매업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일부 장치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래의 포장상태로 만드신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된 물품이 
원래의 포장상태로 포장되지 않았을 경우, 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AirCruiser G 데스크톱 라우터 후면 패널 
그림 1-1 – AirCruiser 커넥터 

 
 
 
 
 

 전원 소켓 
소켓은 AirCruiser 전원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1 개의 이더넷 WAN 포트 

이 인터넷 포트를 통해 DSL 또는 케이블 모뎀을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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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의 10/100Mbps LAN 포트 
이더넷 LAN 포트를 사용해서 라우터를 로컬 PC 에 연결합니다 

 
 안테나 

다이폴 유형의 2.4GHz 안테나입니다.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전면 패널 

 
아래 테이블은 라우터의 전면 패널에 있는 LED 표시기를 설명합니다. 

 

LED 상태 설명 
켜짐 전원이 라우터에 공급됩니다. 

전원 
꺼짐 전원이 라우터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WLAN 번쩍임 자료가 Wireless 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켜짐 
WAN 포트가 DSL/케이블 모뎀과의 연결을  

감지 했습니다. 
WAN 

번쩍임 자료가 WAN 포트를 통해 전송되고/수신되고 
있습니다. 

켜짐 LAN 포트가 10/100Mbps 장치와의 연결을 
감지 했습니다. LAN 

번쩍임 자료가 LAN 포트를 통해 전송되고/수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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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설치 
 
이 장은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하드웨어적인 설치를 안내합니다. 
하드웨어를 정상 설치 하셨다면 3 단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공장 디폴트 설정 
SSID (네트워크 이름) GIGABYTE 
방송 네트워크 이름 네 
Wireless 보안 개방 시스템 (꺼짐) 
웹 구성 유틸리티의 IP 주소 192.168.1.254 
구성 유틸리티 사용자이름/비밀번호 admin/admin 

 

라우터 설치 
GIGABYTE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에는 인터넷 설정과 무선네트워크 
보안을 쉽게 설치하도록 SmartSetup 3 설치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컴퓨터 TCP/IP 설정이 “IP 주소 자동 검색”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아래의 내용을 시작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윈도우즈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빠른 설치를 위하여 아래 4 단계를 따라 하십시오. 

 
 
1 단계 모든 장치에 전원을 끄고, 상기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라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2 단계 컴퓨터, 모뎀 및 라우터의 전원을 켠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작합니다.  
3 단계 SmartSetup 3이(가) Wireless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웹 

기반 구성 화면을 엽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기반하여, ISP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또는 프롬프트대로 그 외의 추가 
정보의 입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에 대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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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IP 주소 동적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로그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자동적으로 라우터를 재시작합니다.  

 
 PPPoE  PPPoE 접속을 사용할 경우, ISP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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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IP 주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WAN IP 주소, WAN 

서브넷 마스크, WAN 게이트 웨이 및 ISP가 제공한 
도메인 이름 서버(DNS)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4 단계  일단 정보를 입력하면,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우터가 저장된 

후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접속된 후 브라우저가 자동으 
로 재시작 될 수 있습니다.  

 
 
주: GIGABYTE의 스마트 설정 3는 ISP 접속 유형을 자동 검색합니다. 

하지만, 라우터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5장 – 본 매뉴얼의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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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연결 및 진행 
 

필요사항 

다음을 준비한 후에 라우터 연결을 시작 하십시오: 

1. ADSL 또는 케이블 모뎀 중 하나를 통해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 

합니다. 

2.유효한 ISP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정보. (ISP가 이것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요구 사항 

네트워크상에 각 컴퓨터는 이더넷 NIC(Network Interface card) 및 이더넷 

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한 후에 라우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각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랩탑에 Wireless으로 연결하고 싶을 경우, Wireless 네트워크 

PCI 어댑터 카드의 적절한 설치를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Macintosh 또는 Linux 운영 체제 

 HTTP 표준 JavaScript를 사용가능한 브라우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4.0 

이상 버전 

인터넷 구성 요구 사항   

인터넷에 라우터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려면, ISP 계정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정보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호스트 및 도메인 이름 

  ISP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ISP 도메인 이름 서버 (DNS) 

  고정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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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연결 
1 단계 전원 공급 플러그를 뽑아 ADSL/케이블 모뎀을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모든 하드웨어 장치를 끕니다.  

2 단계 ADSL/케이블 모뎀의 이더넷 케이블을 라우터의 WAN 포트에 

연결합니다.  

3 단계 새로운 이더넷 케이블의 한쪽 끝을 라우터의 후방 패널의 LAN 

포트에 컴퓨터의 10/100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반대쪽 끝을  

          컴퓨터 이더넷(LAN)카드에 연결 합니다.   

(주: 어떤 번호가 부여된 LAN 포트를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단계 전원 어댑터 코드를 라우터의 전원 잭에 꽂은 후 전원 어댑터의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5 단계 ADSL/케이블 모뎀을 켭니다. 모든 연결을 확인한 후에, 4장 –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구성으로 진행합니다.   

Wireless 접속                                       
1 단계  전원 공급 플러그를 뽑아 ADSL/케이블 모뎀을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모든 하드웨어 장치를 끕니다.  

2 단계  ADSL/케이블 모뎀의 이더넷 케이블을 라우터의 LAN 포트에 

연결합니다.  

3 단계  전원 어댑터 코드를 라우터의 전원 잭에 꽂은 후 전원 어댑터의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4 단계  ADSL/케이블 모뎀을 켭니다. 모든 연결을 확인한 후에, 4장 –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구성으로 진행합니다.  

주: Wireless 접속을 사용할 경우, Wireless 어댑터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치합니다. Wireless 어댑터의 SSID 및 라우터는 동일해야 

합니다. 라우터에 배정된 디폴트 SSID는 “GIGABYTE”입니다. (경고: 

SSID 필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므로, 예를 들어 “a”와 “A”는 

다릅니다) 



9 

4 장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구성 

 
 
1 단계 컴퓨터 전원을 넣은 후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Mozilla Firefox 를 사용합니다.  
 
2 단계 SmartSetup 3 이(가) Wireless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웹 

기반 구성 화면을 엽니다. 웹 기반 구성 화면이 열리지 않을 
경우, 웹 브라우저 주소란에 192.168.1.254 를 입력합니다. 

 

 
그림 4-1 –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irCruiser G  

구성 메뉴에 접근합니다. 
 
 

3 단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 192.168.1.254 를 입력하신후 
엔터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암호: admin 입력합니다. 
그 후 SmartSetup3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유형(ADSL, 고정 ip 
방식, 유동 ip 방식, 등등)을 자동으로 탐지해야 합니다. 

 
SmartSetup 3 이(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유형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유동 IP 주소(케이블 모뎀) 유동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로그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자동적으로 라우터를 재시작합니다. 

 
ADSL 방식(PPPoE)  가장 흔한 ISP 접속 유형. PPPoE 접속을 사용할 

경우, ISP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고정 IP 주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WAN IP 주소, WAN 

서브넷 마스크, WAN 게이트 웨이 및 ISP 가 
제공한 도메인 이름 서버(DNS)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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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사용자이름 및 비밀번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디폴트 사용자 
이름: admin 과 디폴트 패스워드: admin 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4-2 – 사용자이름/비밀번호는 admin/admin 입니다. 

 
5 단계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설정 화면은 특정 ISP 관련 

정보에 대해 나타냅니다.(그림 4-3).   ISP 서비스 제공자와 
연락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ISP 정보를 
입력한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우터가 저장된 후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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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AirCruiser G 의 초기 ISP 인터넷 설정.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는 이제 활성화됩니다!  SSID(네트워크 
이름)는 GIGABYTE 이고 모든 11b 또는 11g 어댑터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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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설정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디폴트 설정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SSID 또는 방화벽 설정을 변경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는 인터넷익스플로러 또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기반으로하는 웹기반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편하고 빠르게 
변경 하실수 있습니다.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로그인 
라우터 설정을 변경하기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AirStream 웹 구성 
유틸리티를 열어야 합니다.  브라우저의 주소란에서 192.168.1.254 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로그인하면 AirCruiser 시작 화면이 보입니다.  좌측 패널에는 고급 설정, 
관리자 옵션 및 AirCruiser G 구성 설정에 쉽게 하실수 있는 메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림 5-1 – AirCruiser G 주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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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구성 유틸리티 
 
다음에 나오는 6 장에서는 구성 옵션을 소개하고 있으며 라우터 설정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자가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설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공장소 사용시 공유기의 보안 
형태를 변경하거나 최소한 SSID (네트워크 이름)을(를) 숨기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AirCruiser G 의 구성 설정에 대한 변경을 완료한 후에는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여 세션을 종료합니다. 

 
주: 보안을 위해 비활성 시간이 5 분이 경과하면 구성 유틸리티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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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고급 설정 
 
이 장에서는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고급 설정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화면 
네트워크 구성 화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셋업 구성이 실패할 
경우 랜구성과 설정 바법사에서 최대 4 개 까지 수동으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LAN 구성 탭 
 

   
그림 6-1 – WAN 구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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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구성 
 
LAN 매개 변수의 수정 및 DHCP 자동 IP 주소 설정을  이 곳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의 시작 및 종료 주소를 지정하십시오. 

 
DHCP 옵션 
 

DHCP 서버는 다양한 호스트에 대하여 지정 시간 (활성 시간) 동안 
주소를 유지 합니다. 호스트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IP 주소를 또 다른 기계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되었거나 
변경되면, DHCP 서버는 DNS 서버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irCruiser G DHCP 리스 테이블은 리스 기간 및 관련 IP/MAC 할당을 
표시합니다. 

 
IP-MAC 강제 할당 

 
특정한 맥주소에 특정 IP 만 사용하도록 설정 하실수 있는 기능 입니다. 
설정을 확인한 후 해당 설정을 라우터에 적용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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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구성 탭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계속 설치하려면 NEXT>> 
버튼을 누릅니다.  
 
주: 보유한 인터넷 접속 유형을 모를 경우, SmartSetup 버튼을 누르면 접속 
유형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그림 6-2 – WAN 구성 화면 
 

선택한 인터넷 (WAN) 접속 유형에 기반한 화면이 표시되고 WAN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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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구성 - PPPoE 
 

 
그림 6-3 –PPPoE 구성 화면 

 
다음의 계정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SP 이름 
• 사용자 ID/비밀번호 
• 서비스 이름 
• 인증 (AC) 이름 
• DNS1 및 DNS2 주소 
• DNS 도메인 이름 

 
제공된 필드에 ISP 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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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구성 – 동적 IP 주소 
 

 
그림 6-4 –동적 IP 구성 

 
 
호스트 이름 
 
IP 접속에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는 공간 (디폴드 BR01G)입니다.  선호하는 
이름을 선택하거나 디폴트 상태로 놔둘 수 있습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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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구성 탭 – 고정 IP 주소 
 

 
그림 6-5 – 정적 IP 구성 화면 

 
다음의 계정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SP 이름 
• WAN IP 주소 
• WAN 서브넷 마스크 
• WAN 게이트웨이 
• DNS1 및 DNS2 
• DNS 도메인 이름 

 
이정보는 ISP 에서 모두 제공합니다.  ISP 가 여러 개의 고정 IP 주소를 
할당할 경우에 한 개만을 필요로 합니다..



20 

 

Wireless 구성 화면 
Wireless 구성 화면으로 라우터의 Wireless 근거리 통신망 (WLAN)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802.11g 탭 
 

 
그림 6-6 – 802.11g 주요 구성 화면 

 
영역  

속해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표시합니다. 표시된 영역이 정확한지 
검증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판매 대리인 또는 
판매업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802.11g 모드 
 무선 네트워크상의 11b 와 11g 모드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802.11g 모드만 사용하도록 설정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802.11g 모드 선택시에는 802.11b 모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802.11g , 802.11b 모두 사용하실려면 
사용안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디폴트 설정은 비활성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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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채널 선택 
 
라우터는 디폴트 채널로 채널 6 를 사용합니다. 자동 채널 선택을 
활성화하면 라우터가 충돌이 없는 채널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서 채널을 선택하여 (지역에 다른 Wireless 네트워크 
운영이 있을 경우) 채널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SID 

 
SSID(서비스 설정 식별자)는 Wireless 네트워크의 이름입니다. 
SSID는 길이 32 ASCII 문자까지 허용되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즉, 
대문자 “A~Z”와 소문자 “a~z”의 문자는 별개입니다). 디폴트 SSID 는 
“GIGABYTE”입니다. SSID 를 변경하려면, SSID 필드에 사용하고자 
하는 SSID 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SSID 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 이름에 접속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의 모든 Wireless 
장치를 또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전송률 

 
드롭다운 목록에서 Wireless 데이터 전송률을 선택합니다. 디폴트 
설정 자동/최적은 자동으로 탐지하여 최적 전송률을 설정합니다. 

 
SSID 숨김기능 

 
보안 목적으로, 드롭다운 목록에서 활성화를 선택하여 네트워크의 
SSID 를 숨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SID 를 숨기면 네트워크 이름 
탐지를 위한 Wireless 네트워크 존재 스캐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은 비활성화입니다. 

 
인증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디폴트 설정은 개방 
시스템입니다. 
 
개방 시스템: 송신자와 수신자는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각각 고유의 키를 쌍으로 생성하여 수신자가 임의로 생성된 
키를 수락하도록 요청합니다. 일단 수락하면, 이 키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 키: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가 공유하는 비밀키에 입각하여 
인증합니다. 공유키를 선정되면, WEP 비활성화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WPA Pre-shared key (PSK): WPA PSK 인증 표준은 8 에서 32 문자 
사이의 “ 키”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암호화 키는 TKIP 
(Temporary Key Integrity Protocol)를 사용하여 매 대화 상자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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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대화 상자에 기초하여 키를 변경하고 
네트워크상의 장치들간에 키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해 줍니다.  
TKIP 암호화 알고리즘은 WEP 이 사용하는 알고리즘보다 더 
정교하지만, 같은 인증 표준에 기반합니다.   

 
WPA: 802.1x 인증 프로토콜은 WPA 표준 프로토콜을을 사용해야하며 
사용자가  RADIUS 서버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 접근을 인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RADIUS 서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WPA PSK 를 사용하여 WPA 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WEP 키  

 
AirCruiser G 는 두 가지 WEP 표준을 지원합니다: 64 비트, 128 비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64 비트 또는 128 비트를 선택하여 WEP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64 비트는 비밀키(사용자 정의)로 40 비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24 비트는 예비할당합니다. 128 비트는 비밀키(사용자 
정의)로 104 비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24 비트는 예비할당합니다. 

 
WPA 재입력 

보안을 높이기 위해 Passphrase 의 WPA 재입력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 
하는 기능 입니다. 디폴트는 비활성화입니다. 

 
WEP 재입력 타이머 

현재 WPA 키의 만료 시간 (분 단위로) 지정합니다. 
 

WPA PSK Passphrase 
 Passphrase 는 8 부터 64 까지의 문자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WPA PSK 재입력 

RADIUS 서버가 없는 사용자는 새로운 WPA PSK 키의 생성을 
네트워크에 접속 횟수보다 더 자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WPA PSK 재입력 타이머 
 현재 WPA PSK 키의 만료 시간 (분 단위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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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접근 조정 탭 
 

 
그림 6-7 – MAC 접근 조정 

 
MAC 접근 조정 화면에서 사용자는 네트워크상의 32 개 장치까지 미디어 
접근 제어기 (MAC)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열거된 
장치들만이 AirCruiser G 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누군가 귀하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용케 획득했다 하더라도, MAC 주소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접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MAC 주소는 속여 넘길 수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기존의 보안 절차의 또 다른 요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능을 활성화한 후, 허용되는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콜론으로 구분하는 형태로 MAC 을 입력하십시오.  디폴트 설정은 
비활성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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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서버 구성 탭 
 

 
그림 6-8 – RADIUS 구성 

 
AirCruiser G 는 802.1x 와 RADIUS 서버 인증을 지원합니다.  RADIUS 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접근시 특정서버에 접근해 암호를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RADIUS 서버 IP  RADIUS 서버를 위한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RADIUS 서버 포트 포트 1~65536 의 범위 내에서 값을 입력합니다. 

 
공유 키 길이 256 문자까지 (대문자 “A~Z”, 소문자 

“a~z” 또는 숫자 “0~9”)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설정을 확인 후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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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경로 배정 테이블 화면 
정적 경로 배정 테이블은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경로 배정 설정을 
표시 합니다. 해당 필드에 값을 입력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또는 
변경합니다. 
 

 
그림 6-9 – 정적 경로 배정 테이블 

 
수신지 IP  

지정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에 할당될 수 있는 수신지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넷마스크 수신지  
IP 와 연관된 넷마스크를 입력합니다. 

게이트웨이  
서브넷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트릭  
 

“메트릭” 값은 1 에서 15 까지의 숫자이며 네트워크와 수신지 사이에 
라우터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메트릭 값을 2 또는 3 으로 설정합니다. 직접 접속일 경우 메트릭 값을 
1 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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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서버 화면 

PPPoE/DHCP/정적 탭 
가상 서버는 네트워크의 LAN 측의 PC 서버와 접속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WAN 측의 컴퓨터를 허가합니다. 
 

 
그림 6-10 – 가상 서버 설정 

 
예를 들면, IP 주소 192.168.1.1 을 가진 LAN 측의 PC 는 다음의 가상 서버를 
설정합니다: 
 

 프로토콜: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P) 
 포트: 21 
 가상 서버 IP: 192.168.1.1 
 활성화: 활성화 

 
이 경우, 네트워크의 WAN 측 모든 PC 는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WAN 말단 IP 주소를 사용하여 내부 파일 전송 규약 (FTP) 서버 
(192.168.1.1)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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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설정 
 
DMZ 기능으로 네트워크의 방화벽 바깥에 위치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1 – DMZ 설정 

 
방화벽 설정으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반면 일부 클라이언트는 방화벽 
바깥에 위치시키는 것이 종종 필요합니다.  DMZ 를 사용하여 일부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 화상 회의 또는 가상 사설 통신망 
(VPN) 접속)을 구성 또는 시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서버를 생성합니다.  컴퓨터의 IP 주소를 (예를 들면, 192.168.1.2) LAN IP 
주소 필드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 DMZ 서버는 보안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디폴트 DMZ 
서버로 선정된 컴퓨터는 방화벽의 보호를 상당히 상실하여 
인터넷에서 시스템 취약점 공격에 노출됩니다. 절충할 경우, 
DMZ 서버는 귀하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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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설정 
 
방화벽 설정 화면에는 네트워크의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귀하의 네트워크에 권한이 없는 접근을 방지하는 네트워크 보안을 
정책을 안전하게 실행합니다. 
 

 
그림 6-12 – 방화벽 원터치 설정 

 
WAN 에서 핑 응답 

활성화하면, 이 라우터와 비공개로 할당된 IP 주소가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원격 관리 허용 
 활성화되면, 인터넷 (WAN)을 통하여 원격 구성 접근을 허가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으면 로컬 (LAN) 접속만이 허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NetBIOS 연결 기능 허용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보안, 활성화되면 NetBIOS 만을 허용합니다. 
  
DoS 보호 활성화 

활성화되면, 서비스 거부 형식의 공격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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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구성 화면 

 
그림 6-13 – DNS 구성 화면 

 
DNS 중계 구성  

DNS 중계 구성은 PC 의 DNS 진입점을 라우터의 게이트 웨이 주소로 
설정 한후 , 라우터가 사용하는 DNS 서버에 DNS 쿼리를 전달합니다. 
이는 IP 주소를 LAN 의 PC 로 할당하기 위해 DHCP 를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DNS 중계의 디폴트 값은 활성화입니다. 

 
쿼리: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DNS 서버에 클라리언트를 연결시켜주는 
작업 

 
동적 DNS  

AirCruiser G 데스크톱 라우터는 고정된 호스트 및 도메인 이름을 동적 
인터넷 IP 주소로 할당하도록 하는 동적 도메인 이름 서버 (DDN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IP 주소에 연결하기 보다는 
해당 호스트에 대한 계층과 위치를 파악하여 가상 서버에 연결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먼저 동적 DNS 서비스를 가진 계정에 등록한 
후에 이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http://www.dynd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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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DDNS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이는 DDNS 서비스 제공자가 할당하는 DDNS URL 입니다. 
 
로그인 이름 
 

DDNS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DD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 

 
동적 DNS 제공자가 URL 분석에 와일드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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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접근 화면 
 
Wake On LAN 테이블 
 
Wake-on-LAN 기능은 랜카드의 맥주소와 할당된 IP 를 입력하여 원격으로 
컴퓨터를 부팅하는 기능입니다.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PC 의 Wake On 및 
NETBIOS 활성화 서비스 옵션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LAN 
장치의 MAC 주소 또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의 값을 입력 후 
사용을 클릭하고 Wake On LAN 을 눌러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림 6-14 – Wake on LAN 

 
IP 주소 
  
 원격부팅을 원하는 LAN 네트워크 장치의 IP 주소 
 
MAC 주소 
 
 원격부팅을 원하는 LAN 네트워크 장치의 MA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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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관리자 도구 사용 
 
이 장의 명령어는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웹 
기반 유틸리티의 관리자 도구의 사용 방법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PPP 모니터 화면 
PPP 모니터 화면은 WAN (인터넷) 접속 상황을 보여줍니다. 
차단 버튼을 클릭하면 현 세션을 종료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ISP 로 
재연결합니다. 
 

 
그림 7-1 – PPP 모니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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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구성 화면 관리 
포트 구성 화면 관리로 AirCruiser 의 구성 유틸리티가 실행하는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포트 80 이지만 사용자는 원하는 (8080, 
8000 또는 그 밖의 포트) 포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후, AirCruiserG 
구성 유틸리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http://192.168.1.254:8080을 입력 
하셔야 합니다. 
 

 
그림 7-2 – 포트 구성 화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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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작 화면 
재시작 화면은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를 재시작하게 합니다.  또한 
라우터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저장한 후 자동으로 재시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림 7-3 – 라우터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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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화면 
초기화 버튼은 AirCruiser G 를 원래의 공장 초기화 설정으로 재설정하게 
합니다. 라우터를 초기화하려면 클립 또는 연필 끝을 사용하여 초기 버튼을 
누른 후 5 초동안 유지하고 릴리스하거나 설정창에 접속후 초기화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림 7-4 – 라우터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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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 화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은 관리자가 AirCruiser G 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합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계정 및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재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에 로그인할 때 입력해야 하므로 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림 7-5 –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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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MAC 변경 화면 
WAN MAC 변경 화면은 새로운 MAC 주소를 할당하게 합니다. ISP 가 
원래의 MAC 주소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경우, WAN MAC 변경 옵션을 
선택하여 새로운 WAN MAC 주소 공간에 새로운 WAN MAC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장 디폴트 MAC 주소를 복원하려면, 
디폴트 WAN MAC 복원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7-6 – WAN MAC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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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화면 업그레이드 
펌웨어 화면 업그레이드는 현재의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펌웨어를 
GIGABYTE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GIGABYTE 웹사이트에서 방금 
다운로드한 펌웨어 파일을 찾은 후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림 7-7 – 펌웨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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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복원 화면 
백업/ 복원 화면은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현 구성 설정을 컴퓨터에 
임시 파일로 저장하게 하게 하거나  복원 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를 이전에 
저장한 구성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구성 
파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7-8 – 백업/복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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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정보 화면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는 모든 포트 활동에 대한 로그와 상태 변경의 
원인을 기록 보존합니다. 
 
 
 

 
그림 7-9 – 이벤트 로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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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화면 
'핑’은 데이터의 패킷을 사이트로 보내고 해당 사이트가 수신을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웹 사이트가 느리거나 접속이 
불가능 할 때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하고 핑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그림 7-10 – 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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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정보 
정보 화면은 펌웨어 버전 뿐만 아니라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림 7-11 –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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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버튼 
구성 메뉴의 상단 좌측 패널에 4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SmartSetup, 설정 마법사, 상태 및 로그아웃.)    
 

 
 

 
스마트 설정 버튼 
SmartSetup 은 ISP 접속 유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적절한 ISP 로그인 
화면을 엽니다.  

 
설정 마법사 
설정 마법사는 ISP 접속 유형을 수동으로 설정 하는 방식입니다.또한 
랜설정을 수동으로설정 하실수 있도록 메뉴를 제공합니다. 

  
그림 7-12 – 마법사/LA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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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버튼 
상태 페이지에서 라우터의 현 접속 및 구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LAN 
이더넷, WAN 이더넷, ARP 테이블, DHCP 리스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레이 (UPnP) 포트 매핑 테이블.) 
 

 
그림 7-13 – 상태 

 
LAN IP 주소 
 
 라우터의 로컬 (LAN) 포트가 사용하는 주요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디폴트는 192.168.1.254 입니다. 
 
LAN 넷마스크 
 
 라우터의 로컬 (LAN) 포트가 사용하는 IP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합니다.  디폴트는 255.255.255.0 입니다. 
 
LAN DHCP 상태 
 
 라우터의 내장 DHCP 서버가 LAN 상의 부가 장치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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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DHCP 스타트 IP 
 
 DHCP 서버가 할당한 가능한 IP 주소 범위 내의 시작 IP 번호. 
 
LAN DHCP 종료 IP 
 
 DHCP 서버가 할당한 가능한 IP 주소 범위 내의 마지막 IP 번호 
 
ISP 번호 
 
 현재 세션에 구성된 ISP 계정 번호. 
 
ISP 이름 
 
 ISP 로 주어진 시스템 할당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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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이더넷 상태 
WAN 상태는 WAN 의 맥주소 및 송수신된 패킷 정보의 량을 표시 합니다. 
(아래의 예제에서, AirCruiser G 라우터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 7-14 – WAN 상태 

 
 
MAC   

  해당 필드는 라우터의 WAN 포트가 사용하는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최대 전송 단위 (MTU)  

  수동으로 초기화하거나 재설정 후 이 포트에 수신된 패킷의 수. 

Rx 패킷 

  수동으로 초기화하거나 재설정 후 이 포트에 수신된 패킷의 수. 

Tx 패킷 

  수동으로 초기화하거나 재설정 후 이 포트에서 송신된 패킷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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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바이트 

 WAN 포트에 수신된 패킷의 량. 

Rx 바이트 
 
 WAN 포트에 송신된 패킷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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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 테이블 
ARP 테이블은 랜카드의 맥에 부여된 랜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아래의 예제에서, AirCruiser G 라우터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 7-15 – ARP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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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배정 테이블 
 
정적 경로 배정 테이블은 AirCruiser G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경로 
배정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그림 7-16 – 경로 배정 테이블 

 
 
수신지  수신지 네트워크 주소의 IP 주소. 
 
넷마스크  수신지 IP 주소의 서브넷. 
 
게이트웨이  수신지 IP 주소의 게이트웨이. 
 
메트릭  수신지 네트워크에 대한 홉 카운트. 
 
인터페이스   사용된 인터페이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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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버튼 
로그아웃 버튼은 AirCruiser G 구성에서 모든 설정을 끝내신후 밖으로 나갈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림 7-17 – 로그아웃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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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문제해결 
이 섹션은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의 사용, 구성 또는 설치 동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질문: 라우터의 IP 주소 또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답변:  라우터의 “초기” 버튼을 눌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가 다시 부트하고 모든 설정 (디폴트 비밀번호를 
포함하여)이 디폴트 값으로 복원됩니다. 

   
질문: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답변: 1. 전원 코드를 올바르게 연결했는지와 라우터의 전원 LED 가 

녹색빛을 발하는지 확인합니다. 
2. 모든 구성 설정이 정확한지 검증합니다. 
3. ADSL/케이블 모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또는 이용 

가능한 ISP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모든 네트워크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 웹 구성 유틸리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답변:  1. PC 와 라우터 사이의 이더넷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컴퓨터의 IP 주소가 반드시 라우터가 위치한 서브넷상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3. PC 의 TCP/IP 설정에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설정을 

확인하고 재시도합니다. 
4. 정확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용자이름 및 비밀번호의 디폴트 값은 ‘admin’입니다. 
 
질문: 네트워크의 어느 곳에 라우터를 연결합니까? 
답변:  보통의 환경에서는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를 ADSL/케이블 

모뎀에 직접 연결합니다. ADSL/CABLE 모뎀의의 RJ45 이더넷 
케이블을 WAN 포트에 꽂습니다. 

 
질문: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가 DHCP 서버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는 모든 기본 DHCP 

기능과는 별도로 IP 충돌 방지에 도움을 주도록 내장된 DHCP 
서버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  WEP 은 무엇입니까? 
답변:  Wired Equivalent Privacy (WEP)는 802.11 표준 내 정의된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유선 케이블과 동등한 Wireless 매체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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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을 만들도록 설계합니다. IEEE 802 11 표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0 비트 (128 비트 선택 사양) 공유키 알고리즘에 
기반된 데이터 암호화 메커니즘. 

 
질문:   IEEE 802.11g 표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IEEE 802.11g 표준은 2.45-GHz 대역에서 54Mbps 까지의 데이터 

전송율을 지정합니다. 이 표준에 의해 제공되고 대략 11 Mbps 의 
속도를 제공하는 802.11b 표준과 호환성 있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을 사용합니다. 이 표준은 Complementary Code 
Keying (CCK) 변조를 사용합니다. 11g와 11b 모두 91.44m까지의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약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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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접속 문제 해결 

 
문제점:  라우터 관리 화면을 접근하려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접속할수 

없습니다. 
 
답변: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때때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라우터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시작 > 실행을 클릭하여 명령 단말기를 시작한 후 
‘cmd’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DOS 프롬프트에서, ipconfig 를 
입력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AirCruiser G 의 주소입니다. 
로그인할 때 192.168.1.245 대신 이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문제점:  라우터 관리자 화면에 로그인할 수 있고 모두 괜찮아 보이지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답변:    인터넷 연결이 문제인 경우, TCP/IP 설정 또는 웹 브라우저 설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단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선택한 후 제어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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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네트워크 및 다이얼 업 연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3 단계    로컬 영역 연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 후 속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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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로컬 영역 연결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적용가능한 이더넷 / 

Wireless 어댑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확인란에 반드시 
표시한 후 “인터넷 프로토콜 (TCP/IP)”에 더블클릭합니다. 

 

 
 
5 단계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와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를 둘 다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계속 
클릭하여 PC 구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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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AirCruiser G Wireless 라우터에서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도록 
구성되었습니다.  
 
 
6 단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엽니다.  메뉴에서 도구를 선택한 후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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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인터넷 옵션 창에서, 연결을 클릭한 후 LAN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8 단계 이제 확인란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라우터 및 구성 또는 변경 네트워크 
설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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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용어집 

 
A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ADSL)은 기존 트위스트 페어 전화선을 다양한 
종류의 고속 통신을 위한 접근 경로로 변화하는 새로운 모뎀 기술입니다. 
 

자동- MDI/MDIX 
네트워크 허브 또는 스위치에서, 자동-MDI/MDIX 포트가 MDI 또는 MDIX 
포트로써 동작할 필요가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자동- MDI/MDIX 
크로스오버 케이블과 다일렉트 케이블의 구분하실 필요없이 사용이 가능 
합니다. 
  

자동 협상 
정확한 설정을 자동적으로 결정하기 위함. 이 용어는 통신 및 네트워크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DHCP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규약(DHCP)은 TCP/IP 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구성을 
자동화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DHCP 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고, 서브넷 마스크와 디폴트 라우터와 같은 TCP/IP 스택 설정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프린터 주소, 시간 및 뉴스 서버와 같은 설정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MZ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DMZ(비무장 지대)는 회사의 구내망 및 외부 공중망 
사이에 있는 “불감대”로써 삽입된 소규모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호스트입니다. 이는 외부 사용자가 회사 데이터를 저장한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통, DMZ 는 웹 (HTTP) 서버, FTP 서버, SMTP 
(전자메일) 서버 및 DNS 서버와 같이 인터넷 트래픽에 접근가능한 장치를 
포함합니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DNS) 분산화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DNS 는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사이를 해석하고 인터넷 전자메일 전달을 
제어하는데 대부분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작동하기 위해 
DNS 에 응답합니다. DNS 가 실패할 경우,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고 
전자메일 전달 서비스는 정지됩니다. 
 

동적 IP 주소 
IP 주소는 보통 DHCP 서버에 의해 TCP/IP 네트워크의 사용자 AP 로 자동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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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구내망에서 또는 구내망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방화벽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둘 다 또는 둘 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특히 인트라넷에 연결된 구내망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됩니다. 각 메시지를 검사하여 지정된 보안 범주에 충족하지 
않는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식을 통해 인트라넷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제어합니다. 
 
게이트웨이 
로컬 네트워크상의 호스트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라우터. 
 
IP 주소 
인터넷상의 모든 PC 는 IP 주소라고 하는 고유의 식별 번호를 가집니다. IP 
주소는 보통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216.27.61.137 
 
IPSec 
IPSec 은(는) IP 보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인증 및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IPSec 은(는) 계층 3 에서 네트워크상의 포함된 모든 내용을 
보안합니다. 이는 가상 구내망 (VPNs)에 사용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MAC 주소 
근거리망 (LAN)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MAC (매체 접근 제어) 주소는 
컴퓨터의 고유한 하드웨어 번호입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씁니다: 
01:23:45:67:89:ab 
 
MTU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최대 패킷의 바이트 크기. 
 
NAT 
여러 호스트가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하여 단일 IP 주소를 공유하는 기술. 
 
Ping (Packet Internet Groper) 
지정한 IP 주소가 접근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유틸리티. 지정된 주소에 패킷을 
보내 응답을 기다려서 작동합니다. 인터넷 연결 문제해결에 핑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SSID 
SSID 는 WLAN 의 라우터를 표시하는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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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oE 
이더넷 위에 점대점 프로토콜은 다이얼 업 연결을 모의하여 항상 켜있는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원격 호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터 
네트워크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장치. 라우터는 최소한 두 개의 
네트워크, 보통 두 개의 LAN 이나 두 개의 WAN 또는 LAN 과 ISP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라우터는 둘 이상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소인 
게이트웨이에 위치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가 어느 서브넷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마스크.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및 호스트 주소의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가집니다. 
서브네팅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주소의 호스트 부분을 둘 이상의 서브넷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합니다. 
 
TCP/IP 
인터넷상에서 호스트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통신  
TCP/IP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VPN 
가상 구내망은 인터넷 또는 공중 전화망과 같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내부구조위에 구축된, 보안된 구내망 연결입니다. VPN 은 암호화, 디지털 
인증,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및 트래픽에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 제어의 
부분 결합을 이용합니다. VPN 은 일반적으로 방화벽이나 게이트웨이 뒤에 
많은 네트워크와의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WAN 
둘 이상의 LAN 으로 구성하는 비교적 넓은 지리적 영역을 포함하는둘 
이상의 LAN 으로 구성하는 비교적 넓은 지리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신망인 
원거리 통신망. WAN 상의 광대역 통신은 종종 ADSL 또는 케이블 시스템과 
같은 공중망 또는 리스된 라인 또는 인공위성을 통합해 일컬어집니다. 
 
WEP 
WEP (Wired Equivalent Privacy)는 IEEE 802 11 표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4/128 비트 공유키 알고리즘에 기반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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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규정 

 
CE 표시 경고: B 급 제품입니다. 국내 환경에서, 이 제품은 혼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 인터페이스 문장 

이 장비는 FCC 파트 15 규칙에 속하는 B 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에 따라 테스트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주거지 설치에 따른 해로운 간섭에 대비하여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Wireless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방사할 수 
있고 지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Wireless 통신에 해로운 간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이 특정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Wireless 또는 TV 수신기에 해로운 간섭을 야기할 경우 (이는 장비를 끄거나 킴으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한 가지로 해당 간섭을 교정하도록 고무됩니다: 
 

• 수신 안테나에 새로운 방향을 주거나 수신 안테나를 재배치합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를 좀더 분리합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코드구멍과 다른 회선의 코드구멍에 장비를 연결시킵니다. 
• 도움을 받기 위해 경험있는 Wireless/TV 기술자 또는 판매업자와 상의합니다. 

 
이 장치는 FCC 파트 15 규칙에 따릅니다. 작동에 대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해로운 간섭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이 장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작동을 
야기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수신된 간섭을 인정해야 합니다. 
 
GIGABYTE 는 GN-BR01G (FCC ID: JCK-GN-BR01G)가 미국에서 통제된 지정 펌웨어로 2.4 
GHz 용 CH1~CH11 로 제한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FCC 경고: 준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은 이 
장비를 작동할 사용자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FCC 복사 에너지 노출 성명서: 
이 장비는 제어되지 않은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FCC 복사 에너지 노출 제한에 따릅니다.  이 
장비는 방사기와 신체 사이에 최소한 20cm 의 거리를 두고 설치 및 작동되야 합니다. 
FCC RF 노출 준수 요구 사항을 지켜서 유지하려면, 전송 동안 송신 안테나로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주십시오.   
이러한 송신기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작동 또는 같이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유럽 – 적합성 선언 

이 장치는 유럽과 자유 무역 지역 (EFTA) 회원 상태에서 가정 및 사무실용도로 
의도된 2.4GHz 저전력 Wireless 주파수 장치입니다. 일부 유럽 및 EFTA 회원 
상태에 다소의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지역 스펙트럼 
관리 당국과 연락하신 후, 이 장치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GIGA-BYTE Technology, Inc.는 다음 제품이 해당 사항을 준수함을 선업합니다: Wireless 광대역 
라우터 모델 번호: GN-BR01G 이 다음 섹션에 대하여 전자파 적합성 지침서인 89/336 EEC, 유럽 
전자제품(EMC) 지침에 일치하고 따릅니다: 
 
EN 61000-3-2, EN 61000-3-3, EN 55024 및 EN 55022 교란 및 내성 
       
GIGA-BYTE Technology, Inc.는 저전압 지침 (LVD) 73/23 EEC 에 따라 실제 요구되는 안전성 
표준에 따라 상기 언급한 제품의 적합성을 또한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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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60950 안전성 
 
Wireless 통신 단말기 (R&TTE) 지침 1995/5/EC, 파트 17 에 따라: 유럽 커뮤니티의 작동 요구사항, 
GIGA-BYTE Technology, Inc.는 상기 언급된 제품의 다음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선업합니다. 
  
EN 300 328-2 V1.2.1, ETSI EN 300 328-1 : V1.3.1, EN 301 489-1 및  EN 301 489-17 Wireless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 
 
작동 국가 및 유럽 커뮤니티의 사용 조건 
사용자는 현재 작동하는 채널을 확인하고 장치가 이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유럽 커뮤니티 국가에 
대한 스펙트럼 사용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구성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유럽 표준은 최대 100mW EIRP 의 방사 전송 파워 및 
2.400-2.4835 Ghz 의 주파수 범위를 지시합니다. 
 
상표: GIGABYTE 는 GIGA-BYTE Technology,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상표 또는 등록 상표는 
각각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저작권 선언: 이 제품에 수반되는 문서 또는 이 출판물의 전체 또는 일부는 1976 년 미국 
저작권법에 규정된대로 GIGABYTE/GIGA-BYTE Technology Inc.의 허가 없이 개조, 변형 및 번역과 
같은 모든 파생물을 생성하는데 사용하거나 모든 방법 또는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05 by GIGA-BYTE Technology,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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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명세 

 
 
일반 
표준 IEEE 802.3(10Base-T), IEEE 802.3u(100Base-TX), IEEE 

802.11b/g(Wireless) 
포트 / 버튼 LAN – 10/100 이더넷 (auto-MDIX), RJ-45 

WAN – -10/100 이더넷 (auto-MDIX), RJ-45 
초기 (재설정) 버튼 1 개 
 

전원 외부, 7.5V DC 800mA 
Wireless 
주파수대 2412 ~ 2483 MHz (로컬 규정 적용) 
변조 기술 OFDM 과 DSSS 
변조 기술 64QAM, 16QAM, QPSK, BPSK, DBPSK, DQPSK, CCK 
데이터 전송률 54, 48, 36, 24, 18, 12, 11, 9, 6, 5.5, 2, 1 Mbps (고장시 

자동조치) 
출력 18 dBm @ 공칭 임시 범위 
수신 감도 -70 dBm @ 54Mbps 공칭 온도에서 데이터 전송률 
안테나 외부 안테나 1 개 
Wireless 범위 옥외: 100 에서 300m 실내: 30 에서 100m 
규제적 및 환경적 준수 
EMC 보증 FCC 파트 (미국) 

CE(유럽) 
DGT (대만) 
SRRC (중국) 

온도 범위 작동: 0 에서 40 °C 까지, 
저장: -20 에서 65 °C 까지 

습도 10% ~ 85% 비농축 
프로토콜 
경로 배정 프로토콜 TCP/IP 동적, 정적 경로 배정 

NAT, PPPoE 
VPN 연결 기능 (IPSec) 
DHCP (클라이언트 & 서버)  
 

보안 64 / 128 비트 WEP-PSK; WPA 
기계적 부분 
LEDs 전원/상태; LAN; WAN 
총중량 240 + 5g 
부피 110x 160 x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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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보증 

 
제품 보증서 (1 년 보증) 

 
GIGABYTE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품질 보증서는 구매일로부터 1 년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사고 또는 모든 인공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모든 결함이나 제품의 GIGABYTE 
스티커를 손상하거나 권한이 없이 잡아 뜯는 모든 결함에 대해, GIGABYTE Technology 는 다음과 
같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지침서상의 지시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으로 기인하여 제품이 손상됩니다. 
• 하드웨어는 부적절한 조립으로 손상됩니다. 
• 제품은 불법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손상됩니다. 
• 제품은 권한없이 부품을 분해함으로써 손상됩니다. 
• 제품은 환경적 제한사항을 초과하여 손상됩니다. 
• 제품은 예기치 않은 외부적 힘으로 인하여 손상됩니다. 
• 제품은 재해로 손상됩니다. 
• 제품은 복사품 또는 불법으로 밀수입한 물품입니다. 

 
 

보증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고객 이름:  
전화 번호:  
주소:  
전자메일:  
모델:  
일련번호:  
구매 날짜:  
구매 장소:  
판매 담당자:  
판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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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센터 
 

한국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제품 공인 유통사 

 

강원전자주식회사 
WWW.TERAWORK.CO.KR 

고객 지원 센터 : (02)702-3369 

근무시간(평일) : 09:3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없음 

 

GIGA-BYTE TECHNOLOGY CO., LTD. 
No.6, Bau Chiang Road, Hsin-Tien,  

Taipei Hsien, Taiwan, 
전화: 886-2-89124888 팩스:886-2-89124007 

http://www.GIGABYTE.com.tw 
 

 

네트워크의 최고서비스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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