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1800 Manual

1. 제품 구성물

MAX1800 공유기 본체

12V 1A 어댑터
*사진은 예시입니다.
제공되는 모델은 생산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LAN 케이블

*사진은 예시입니다.
제공되는 모델은 생산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2. 각 부분 명칭
윗면

[WPS 버튼]

WPS를 지원하는 제품끼리는 서로 WPS버튼을 한번씩
눌러주는 것만으로 무선 인터넷 연결과 보안 설정이 됩니다.

[WAN]

광 모뎀이나 모뎀 혹은 벽에서 나온 인터넷 케이블을
WAN포트에 연결합니다.
WAN

LAN1

LAN2 POWER

[LAN1/2]

PC등의 유선단자가 있는 기기를 LAN1/2포트에
연결합니다.

뒷면

[POWER]

12V 1A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LED 상태]

공유기의 동작에 따라 LED 색이 변경됩니다.

[RESET 버튼]

공장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RESET 버튼을 5초 이상 누릅니다.

아랫면

[LED 동작]
1.

빨간색 on: 공유기 부팅 중 입니다.

2.

빨간색 깜빡임: 인터넷 연결 안됨/비정상 동작 중 입니다.

3.

파란색 on: 인터넷이 정상으로 연결 되었습니다.

4.

파란색 깜빡임: WPS로 연결하는 중 입니다.
파란색 on 5초: WPS로 연결 완료 되었습니다.

*WPS완료 후에는 LED동작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어 있었다면 빨간색 깜빡임으로 바뀝니다.)

[공유기 연결방법]
① 제품에 포함된 전원 어댑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공유기 전원에 연결하세요.
② 통신사에서 제공한 광 모뎀이나 모뎀 혹은 벽에서 나온 인터넷 선을 공유기의 WAN포트에 연결하세요.

[무선연결 및 웹 페이지 접속]
① 제품 밑면에 표기된 Wi-Fi명청(SSID)과 기본 비밀번호로 무선 랜을 연결하세요.

② 연결이 완료되면 인터넷 창을 열고 아래 주소를 주소 창에 입력하세요.(192.168.1.1)

*무선연결 기본 비밀
번호는 00000000 입
니다. (*숫자 0이 8개)

MAX1800 Web-UI 설명

초기 관리자이름: admin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 admin123!@#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리셋버튼을 눌러 공장초기화를 진행해주세요.

[홈]

상단메뉴 표시

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장치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공유기의 상태를 표시(최상/좋음/보통)

“연결된 사용자보기” 클릭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유/무와
속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Wi-Fi의 SS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 가능합니다.

업로드/다운로드 속도표시

공유기의 상태를 확인가능

펌웨어의 버전과 공유기의 MAC주소 정보 표시

[인터넷 설정]
* 인터넷 방식: “DHCP”와 “Static IP”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HCP: 자동으로 IP를 받아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 Static IP: 수동으로 고정IP 인터넷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DHCP 사용을 권장합니다)

①

① DHCP
- DNS 수동설정: 기본값은 자동 설정입니다. 원하는 DNS주소가
있으면 “DNS 수동설정”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입력 해주세요.
(권장 DNS는 Google DNS입니다.)

② Static IP
- IP주소: 고정으로 사용할 IP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서브넷 마스크: 사용할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주세요.
- 게이트웨이: 사용할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DNS1/DNS2: 사용할 DNS 주소를 입력하세요. DNS주소를 모르실 경우
권장 DNS를 사용하세요.
(권장 DNS는 Google DNS)

②

[Wi-Fi 설정]
* Wi-Fi 스위치: 2.4G/5G의 Wi-Fi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 SSID: Wi-Fi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SSID 숨김: Wi-Fi이름이 검색이 안되도록 해줍니다.
(실제 무선에 연결하려고 할 때 Wi-Fi이름이 검색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 암호화
- 없음: Wi-Fi를 암호 없이 사용
- WEP: Wi-Fi의 암호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보안이 취약.
- WPA: Wi-Fi의 암호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보안이 취약.
- WPA2: Wi-Fi의 암호를 설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 WPA3: 현재 11ax에서만 지원되며 가장 보안이 우수.
- WPA2/WPA: WPA와 WPA2를 사용하는 단말과의 호환이 되고, 보안이 우수. (권장)
- WPA2/WPA3: WPA2와 WPA3를 사용하는 단말과의 호환이 되고, 보안이 우수. (권장)
* 암호화 방식
- TKIP+AES: 호환성은 좋지만, Wi-Fi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TKIP: 보안에 취약한 구형 기술입니다. (권장하지 않음)
- AES: 기본값으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 표준입니다. (권장)
* Wi-Fi 비밀번호: 사용할 Wi-Fi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보안을 위해서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을 권장.
*채널
-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2.4GHz 채널은 1, 5, 9, 13 입니다. (기본값: 6)
- 5GHz 채널에서 52, 56, 60, 64,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은 DFS채널로
레이더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DFS채널이 아닌 채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역폭: MHz값이 낮을수록 Wi-Fi속도가 느려집니다.
- 2.4GHz에서 20/40MHz가 기본값(권장)으로 Wi-Fi속도를 희생하여
Wi-Fi 네트워크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5GHz에서는 80MHz가 기본값(권장)입니다.
*송신파워: 이 값이 높을수록 무선 신호를 전파하는 범위가 넓어져
멀리 있는 무선 단말기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기본값: 100)
*최대값이 100입니다.

[LAN 설정]
<LAN 설정>
* IP주소: LAN IP를 입력해줍니다.
(공유기 웹에 접근할 때, 수정된 LAN IP주소로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 서브넷 마스크: 기본값은 255.255.255.0입니다.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 기본 값을 사용)

<DHCP서버 설정>
* DHCP서버 상태: DHCP 서버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를 off하면 공유기에 연결된 단말들이 IP를 할당 받지 못합니다.
* IP범위: 공유기에 연결된 단말들에게 할당하는 IP의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범위: 100~250사이를 권장)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수동 설정”을 눌러 입력해주세요.
(※주의: 게이트웨이를 잘못 설정하면 공유기가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 설정”을 권장합니다.)
*IP대여시간: IP주소를 재할당 받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끊길 수 있습니다.
대여시간이 짧아질수록 인터넷이 자주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최대 1주일까지 IP 대여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2시간)
*DNS서버: DNS서버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수동 설정”을 눌러 입력해주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설정을 권장합니다.
(수동설정에서 권장하는 DNS서버는 Google DNS서버입니다.)

[고급설정_시스템정보]
모델명/펌웨어 버전/배포일 표시
사이드메뉴

ㅊ
ㅊ

LAN 정보 표시

인터넷 연결 정보 표시

ㅊ

무선 2.4G/5G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표시

[고급_DHCP static IP]

DHCP 목록에는 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장치들의 MAC/IP/만료시간이 표시됩니다.
만약 위 그림처럼 “LAPTOP-1K1JN9MV”의 static IP 할당 스위치를 on 시키고 저장/적용을 누르면
“LAPTOP-1K1JN9MV”의 IP가 항상 192.168.1.121로 할당됩니다.

[고급_MAC Clone]
* MAC 주소 Clone: 특정사이트 접속불가, 속도 저하 등의 이유로
공유기가 할당 받은 외부 IP 주소와 사용되는 MAC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리지널 MAC사용(기본값: 오리지널 MAC사용): 공유기 내장의
MAC주소를 사용합니다.
- Clone PC의 MAC: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PC의 MAC주소로 변경.
- 수동입력: 변경할 MAC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MAC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동 입력”보다는
“Clone PC의 MAC”사용을 권장)

[고급_Wi-Fi 고급설정]

무선 클라이언트간 차단 기능을 on 할 경우, 공유기에 연결된 무선 단말들끼리의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카페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공유기를 사용할 때,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고급_WPS 설정]
* WPS 설정: WPS가 지원되는 단말이 있으면 WPS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Wi-Fi에 연결됩니다.
- 5G Wi-Fi에 연결하려면 5G의 “WPS 연결 시작”을 클릭해주고,
단말의 WPS버튼을 눌러줍니다.
- 2.4G Wi-Fi에 연결하려면 5G의 “WPS 연결 시작”을 클릭해주고,
단말의 WPS버튼을 눌러줍니다.
(※WPS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과는 WPS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WPS 연결 과정]
WPS 연결시작 클릭 -> 단말에서 WPS 클릭 ->
WPS 연결 중 -> WPS 구성완료

[고급_DDNS 설정]
* DDNS 설정: 동적 IP로 호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고정 도메인을 사용.
- 서비스 제공자: no-ip.com / dnsexit.com / duckdns.com
(no-ip.com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도메인 이름 등록: 도메인 이름 등록을 클릭하면 no-ip.com으로 접속.
no-ip의 계정을 만들고 DDNS를 등록해줍니다.
Ex) no-ip 계정 만들고, DDNS등록

- 계정: no-ip의 계정을 입력해줍니다.
- 비밀번호: no-ip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도메인 이름: 위 그림에서 “Hostname”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줍니다.
- 연결상태: 위의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적용을 눌러줍니다.
만약 연결상태가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뜬다면, “수동 업데이트”를
클릭해줍니다.

[DDNS 정상 완료]

[고급_포트 속도 설정]
• 포트 속도 설정 : 강제적으로 각 포트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100/10Mbps Full Duplex의 속도로 강제적으로
설정이 필요 없을 경우, 자동 설정으로 설정해주세요.

[고급_포트 포워딩]
* 포트 포워딩: 공유기 외부(WAN단자쪽과 연결된 부분
즉 인터넷)에서 공유기 내부(LAN과 와이파이)로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해 특정 포트만 개방하여 사용하는 기능.
- 이름: 포트포워딩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TCP : TCP/UDP/TCP와UDP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TCP를 권장)
- 외부포트: 공유기에서 열어줄 외부포트를 입력합니다.
- 내부IP: 포트를 열어줄 기기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 내부포트: 공유기에서 열어줄 내부포트를 입력합니다.
- 시작포트/종료포트: 공유기에서 열어줄 포트의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예) Web서버(TCP 80포트)를 운영하고 싶으면.
“이름”은 Web server(사용자가 편한 이름으로)라고
입력하고, “TCP”로 선택한후에, 실제 공유기에
연결된 웹서버 PC의 고정IP주소가 192.168.1.50
이라면 “내부 IP”에 192.168.1.50으로 입력하고,
“내부포트”에는 웹서버 PC에서 구동중인 웹서버가
실제 웹서비스를 TCP 80포트로 구동되고 있다면
8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급_MQTT 브로커 설정]
* MQTT: IoT 기기들을 쉽게 제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 MQTT 활성화 여부:
공유기의 MQTT 브로커 활성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기 설정은 “비활성화” 입니다.
- MQTT ID 사용여부:
MQTT 브로커가 ID를 사용할 지 결정합니다.
비활성화 시, ID를 사용하지 않고도 MQTT 브로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 MQTT 아이디 :
MQTT 브로커가 사용 할 아이디를 정해줍니다.
- MQTT 비밀번호 :
MQTT 브로커가 사용 할 비밀번호를 정해줍니다.

MQTT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단말을 공유기와 연결 후, MQTT 브로커 주소를 공유기의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로 설정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공유기의 MQTT 브로커 설정 창에서 설정
한 대로 입력 후, 포트 설정은 1883으로 설정 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MQTT를 공유기의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에서 제어 및 접속이 가능합니다.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MQTT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단말의 MQTT 브로커 주소에 공유기의
WAN IP 주소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DDNS를 사용 할 경우, DDNS 설정 후 공유기의 WAN IP 주소가 아닌,
DDNS 주소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고급_DMZ]
* DMZ: 외부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에 의해 설정된
특별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사용됩니다.
- DMZ 주소: 지정된 IP주소의 PC로
모든 포트를 개방합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DMZ보다 포트 포워딩 사용을 권장)

[플러그인_연결된 사용자보기]

“속도제한”을 설정하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권장: 제한 없음, 설정 범위: 0~8000)
“인터넷 접근”을 off 시키면 해당 장치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장: on)

①

[플러그인_시스템기록]

③

②

* 로그레벨: 레벨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보가 출력됩니다.(기본값: 4.경고레벨)
* 재부팅시 동작: “저장”으로 설정하면 로그를 플래시에 저장할 수 있지만
플래시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권장: 저장 안함)
* 로그용량: 값이 커질수록 더 많은 로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기본:500)

“로그내보내기”를 클릭하면 log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플러그인_트래픽 통계]
* 트래픽 통계: 실시간으로 총 트래픽
(다운로드+업로드) 상태 표시
* 사용자 트래픽 통계: 사용자 별로 트래픽 양 표시

[플러그인_시간설정]
* 로컬시간: 현재 공유기의 시간을 표시
* 호스트이름: 공유기의 이름을 표시
* 시간대: 하나의 국가의 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설정가능.
(기본: 대한민국/서울)
※주의: 시간대를 다른 국가로 설정하게 되면 시간을
참조하는 다른 기능들이 비정상 동작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_보호자통제]
* 이름: 보호자 통제 규칙 이름을 입력
* MAC 주소: 통제하려는 장치의 MAC주소 입력
(MAC주소를 모를 경우,
“온라인 목으로부터 선택”을 눌러 장치를 추가)
* 차단시간: 차단하려는 시간을 선택
* 요일반복: 차단하려는 요일선택(매주 반복)

[플러그인_재시동 시간설정]
* 시간설정: 매일 혹은 요일 별로 시간을 정해
공유기를 재부팅 합니다.

[플러그인_VPN]
이 설정은 MAX1800이 VPN서버로 동작할때 서버에 로긴을 할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 이름: 구별을 위해 공유기 웹에 표시할 별명을 입력합니다.
* PPTP: 현재 MAX1800의 경우, PPTP VPN만 지원합니다.
(윈도우 “VPN 연결 추가”에서 “VPN 종류”에 들어가는 값)
* 게이트웨이: MAX1800외의 별도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값(MAX1800 내부주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IP할당범위: VPN 클라이언트에 할당할 IP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기본값: 192.168.1.10-50)
* DNS: “게이트웨이”의 IP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 사용자이름: 사용할 VPN의 사용자이름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VPN 연결 추가”에서 “사용자 이름”에 들어가는 값)
* 비밀번호: 사용할 VPN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VPN 연결 추가”에서 “암호”에 들어가는 값)

[Windows VPN 예시]
“서버이름 또는 주소”에는 공유기
WAN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공유기 WAN이 DHCP로 IP를 받아오
기 때문에 IP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정 IP를 사용하시거나 DDNS를
이용해 DDNS호스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플러그인_LED제어]
* LED 전원제어: LED 때문에 방해를 받으시는 경우, off해주세요.
(※주의: off를 하시면 공유기의 상태에 따라 LED 상태가
변하지 않아 직관적인 상태확인이 어렵습니다.)

[플러그인_IPTV설정]
* KT IPTV 설정: KT IP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을 적용해주고,
LAN1 포트와 IPTV를 연결해야만
IP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SK, LGU+ IPTV 사용, 혹은 IPTV 미사용 시에 체크

KT IPTV 사용 시에 체크

저장/적용 후 반드시 LAN1 포트와 KT IPTV를 연결해주세요.

[시스템통제_비밀번호]
* 관리자 비밀번호 수정: Web-UI에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수정합니다.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통제_재부팅]
* 재부팅: 공유기를 재부팅 합니다.

[시스템통제_공장초기화]
* 공장초기화: 공유기를 공장초기화 합니다.
모든 설정이 초기화되니 주의해주세요.

[시스템통제_펌웨어 업그레이드]
* 펌웨어 업그레이드: 최신버전의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합니다.
(※주의: 잘못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공유기고장 원인이
됩니다. 펌웨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