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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bps Mini Wireless N USB Adapter

제품명  TL-WN823N

7106504116

· Windows 7          · Windows Vista          · Windows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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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WN823N

퀵 가이드

300Mbps Mini Wireless N USB Adapter

제품명  TL-WN823N

퀵 가이드

제품 구성물

퀵 가이드

드라이버 CD

하드웨어 연결 방법

For Windows Vista

For Windows XP

무선 랜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가 실행 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주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안내 된 설치 방법은 윈도우 7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윈도우 XP / 비스타의 설치 방법도 윈도우 7과 비슷하게 진행 됩니다.)

1 제품 구매시 동봉 된 드라이버 CD를 
CD-ROM 드라이브에 넣으십시오.

5 저장 경로는 변경 하려면,변경을 클릭하며, 변경을 
원치 않으신다면 기본으로 지정 된 폴더로 저장 
됩니다. 경로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무선 랜카드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 설치를 
시작하려면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다음 화면과 같이 완료 화면이 나오셨다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 합니다.

7 드라이버와 유틸리티 설치 시간은 1~2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설치 파일 선택 화면이 나오셨다면 TP-LINK 무선 
설정 유틸리티 및 드라이버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 중이신 제품을 찾아 선택 후 드라이버및 
유틸리티 설치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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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진행 마법사 창이 뜨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 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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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카드에     로 표시된 WPS 버튼을 2~3초간 
눌러줍니다.

2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화면이 나오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WPS 연결을 완료 
합니다.

  

1

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법 (공유기와 무선 WPS 동작을 사용하여 연결 할 경우 별도의 연결 과정없이 빠르게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WPS/QSS 보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부록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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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메뉴를 클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목록을 검색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신호가 검색 되었다면 
연결 할 무선 네트워크 SSID(예:TP-LINK_Network)을 선택 후 
연결 버튼을 클릭 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나오셨다면 정상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이 완료 되셨습니다.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 창을 
닫아주신 후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유틸리티 설치가 완료 되면 구성 화면이 
바탕화면에 나타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 보안이 설정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바로 
무선 신호와의 연결이 진행되며, 무선 보안이 설정 
되어있는 경우 보안 키(비밀번호) 입력 칸이 화면에 나오며, 
무선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연결 된 무선 네트워크 상세 정보는 유틸리티 상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윈도우 우측 하단 모음창에 표시 
되었다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 된 상태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유틸리티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안내 된 무선 보안이 설정 된 신호와의 연결 
방법은 WPA/WPA2-Personal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WPA/WPA2-Enterprise 보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드라이버 CD에 안내 된 설명서를 참조하여 연결을 
진행해주십시오.

공유기와 WPS(QSS) 보안을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진행 할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없이 공유
기에 WPS 버튼만 이용하여 연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노트 노트 

노트 

부록: WPS로 무선 연결 방법

사용 중이신 공유기에서 WPS(QSS) 무선 보안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WPS 버튼을 이용하여 무선 연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WPS 무선 연결 방법은 드리이버 CD에 안내 된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기 후면에 있는 WPS(QSS)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유기 설정 방법은 TL-WR841ND 제품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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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이메일: support.kr@tp-link.com
고객지원실 전화 번호: 1899-1086
TP-LINK 코리아

평일: 10:00 AM - 7:00 PM (12:30 PM - 1:30 PM중식)
토요일/공휴일:휴무

Service time: 24hrs, 7days a week
E-mail : support@tp-link.com
Tel: +86 755 26504400  
Global

기술 지원

http://www.tp-link.com/kr/support/faq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문제 해결 도움말을 보시려면, 

http://www.tp-link.co.kr/support/download 참고하십시오.

다른 기술 지원을 얻으시려면 밑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펌웨어, 드라이버, 유틸리티 및 사용자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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