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01~2014 RSUPPORT Co., Ltd. ALL RIGHTS RESERVED. www.rsupport.com 1 

 
  

 

RemoteView WOL 설정 가이드 
 

[1] WOL 사용을 위한 메인보드 설정 

[2] WOL 사용을 위한 LAN카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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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L 사용을 위한 메인보드 설정 하기 

WOL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의 메인보드가 WOL 기능을 지원하고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

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 방법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PC의 전원을 켠 직후에 나오는 초기화면에서 키보드의 특정 키를 눌러 바이오스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일반적으로 delete 키이며, 메인보드나 PC의 제조사에 따라 F1이나 F2 키인 경우도 있습니다. 

▶ 키 입력이 확인되면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로 이루어진 바이오스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Power Management Setup을 선택 합니다. 

 

 
[American Megatrends,Inc.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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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Up Event Setup을 선택 합니다. 

 

 
 

 
Wake Up Event Setup 항목이 Enabled인지 확인합니다. 

  ・Resume By PCI Device 

・Resume By PCI-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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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설정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Enabled] 설정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WOL 관련 설정이 포함된 메뉴 WOL 관련 설정 항목 

・［Power Management Setup］ ・［WOL］ 

・［Power］－［APM onfiguration］ ・［Wake On LAN］ 

・［Advanced］－［APM］ ・［Remote Wakeup］ 

・［Power Management Event］ ・［PME Event Wake Up］ 

 ・［Power On by PCI Device］ 

 ・［Power On By PCIE Device］ 

 

* 자세한 설정 방법은 메인보드 제조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1~2014 RSUPPORT Co., Ltd. ALL RIGHTS RESERVED. www.rsupport.com 5 

[2] WOL 사용을 위한 LAN카드 설정 하기 

WOL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의 랜카드가 WOL 기능을 지원하고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

다. 아래와 같이 설정 방법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 제어판 > 장치관리자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설치된 네트워크 어댑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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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탭으로 이동 하여 속성에서 WOL 관련 기능을 설정합니다.  

Wake on Magic Packet – 사용  

Wake on pattern match – 사용 안 함 

 

▶ LAN카드별로 항목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WOL기능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  

- LAN카드 드라이버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도 항목이 생기지 않으면 LAN카드에서 WOL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WOL기능을 지원하는 랜카드를 추가로 설치 해야 WOL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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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관리’탭으로 이동 후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 수 있음’에 체크해제 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설정 완료 됩니다. 

 

 
 

* LAN카드 제조사별로 설정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설정 방법은 LAN카드 제조사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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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번지 
한미타워  
15층, 16층 
전 화 : +82-70-7011-3900 
팩 스 : +82-2-479-4429 
기술문의 : support.kr@rsupport.com 
구매문의 : sales.kr@rsupport.com 
기타문의 : info.kr@rsupport.com  
  

 

For more information about RSUPPORT, please visit 
http://www.rsupport.com  
 

Japan : 
 
〒100-0001 東京都港区虎ノ門1-2-20  
第3虎の門電気ビル 
TEL : +81-3-3539-5761 
FAX : +81-3-3539-5762 
お問い合わせ : support.jp@rsupport.co
m 
Sales : sales.jp@rsupport.com 
Info : info.jp@rsupport.com  
  

 

USA : 
 
247 West 30th Street, Floor 4, 
New York, NY 10001 
Phone : +1-888-348-6330 
Fax : +1-888-348-6340 
Tech : support.us@rsupport.com 
Sales : sales.us@rsupport.com 
Info : info.us@rsupport.com 
 

 

China : 
 
北京市朝阳区东三环北路丙2号 
天元港中心B座1005室 
联系电话 +86-10-8256-1810 
传真号码 +86-10-8441-7505 
技术咨询 support.cn@rsupport.com 
销售咨询 sales.cn@rsupport.com 
其他咨询 info.cn@rsup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