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300S
Web CM 사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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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CM 연결
[Web CM이란?] SBR-300S 의 Wi-Fi, LTE의 상태 확인 및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Web CM 을
사용해야 하며, Web CM 은 SBR-300S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Wi-Fi 지원 단말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 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Web CM 연결>
1.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노트북이나 기타 단말기를 SBR-300S에 접속한 후 웹 브라
우저를 실행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192.168.1.1/’주소를 입력하신 후 <Enter>키를 눌러 Web CM에
접속합니다.

3. 인증 창에서 ‘사용자 이름’에는 ‘user’를 ‘암호’에는 ‘0000’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대소문자 구별 유의)

※ Web CM 연결을 위한 인증창의 ‘암호’는 Web CM >기기 설정 >’비밀번호 변경’에서 사용자가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아래와 같이 SBR-300S 기기 자체의 공장초기화 기능을 통해서
초기화를 하여 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 상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user/0000”입니다.

■ Web UI 메뉴 구성
1. 요약정보
2. Wi-Fi 설정
-

Wi-Fi 설정, 접속제어 설정

3. 고급 설정
-

LTE 정보, 방화벽 설정, Router 설정, SMS 수신

4. 기기 설정
-

USIM 관리, 비밀번호 변경, 초기화, 데이터 사용량

5. 업그레이드

▶ 요약정보
모델명, 소프트웨어 버전 및 LTE 정보와 기본 Wi-Fi 정보, 보조 Wi-Fi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상태 표시 바 설명

▶ Wi-Fi 설정
- Wi-Fi 설정

■ Wi-Fi 속도 설정
-. 속도 설정:

Wi-Fi 속도 설정 항목으로, 기본모드와 고속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 기본모드 설정시, Wi-Fi 하나의 채널 및 1x1 안테나로 자동 설정됩니다.
* 고속모드 설정시, Wi-Fi 두 개의 채널 및 2x2 안테나로 자동 설정됩니다.
* 사용자 설정은 Wi-Fi 주파수 대역 및 안테나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고속모드는 Wi-Fi 속도가 빨라지나, 소모전류가 많아져 사용시간이 짧아지니 참고하십시오.
■ 공통 Wi-Fi 설정
-. 무선 설정: Wi-Fi의 동작 모드를 설정합니다.
※ 무선 설정은 속도 설정을 ‘사용자 설정’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테나: Wi-Fi 안테나를 설정합니다.

*안테나 1x1은, Wi-Fi 사용시 1Tx/1Rx로 동작합니다.
*안테나 2x2는, Wi-Fi 사용시 2Tx/2Rx로 동작합니다.
※ 안테나 설정은 속도 설정을 ‘사용자 설정’으로 선택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테나 설정을 2X2로 설정하면, 소모전류가 많아져 사용시간이 짧아지니 참고하십시오.
-. 사용 채널: Wi-Fi 채널을 변경 합니다.
※ 무선 모드의 설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채널 리스트가 변경됩니다.
• 2.4GHz HT20/2.4GHz HT 40: Auto, Ch.1 ~ Ch.13
• 5GHz HT20/5GHz HT40: Auto, Ch.36, Ch.40, Ch.44, Ch.149, Ch.153, Ch.157, Ch.161

-. 13번 채널 사용: Wi-Fi 채널 자동 설정 시 13번 채널 사용여부를 설정 합니다.
※ 무선 설정이 ‘2.4GHz HT20, 2.4GHZ HT40’ 상태인 경우에만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신호 세기: Wi-Fi 신호 강도를 설정합니다.

-. 사용자: Wi-Fi 최대 사용자 및 기본, 보조 Wi-Fi 접속자 수를 설정 합니다.
※ 하나의 Wi-Fi SSID가 9대까지 연결 가능하며, 최대 10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Wi-Fi
SSID를 모두 사용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 기본/보조 Wi-Fi 설정
-. Wi-Fi 이름(SSID): Wi-Fi 네트워크 이름(SSID)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본 Wi-Fi 이름(SSID)은 ‘T Pocket-Fi Y+일련번호’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조 Wi-Fi 이름(SSID)은 ‘T Pocket-Fi Y+일련번호+SE’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Wi-Fi 검색허용: Wi-Fi 네트워크 이름(SSID)을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 합니다.

-. 보안 설정: Wi-Fi 네트워크의 보안 방식을 설정 합니다.

-. 암호화 방식: Wi-Fi 네트워크의 보안 암호화 방식을 설정 합니다.

-. WPA 패스워드: Wi-Fi 네트워크의 보안 암호를 설정 합니다.
*기본 WPA 패스워드(네트워크 키)는 ‘T+IMEI 하위7자리’입니다.
예) 네트워크 이름(SSID): T Pocket-Fi Y 9001234
네트워크 키: T7654321 (IMEI 하위 7자리가 7654321 일 때)

-. 보조 Wi-Fi 설정의 Wi-Fi 사용: 보조 Wi-Fi 사용여부를 설정 합니다.

⇒ 설정 완료 후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 합니다.

- 접속제어 설정

■ 기본/보조 네트워크 접속제어
-. 접속제어 목록: 입력한 MAC 주소의 접속제어를 설정합니다.
*입력한 MAC 주소가 ‘차단’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MAC 주소를 가진 기기는 Wi-Fi에 연결이 되
지 않으니 설정시 주의하십시오.
*입력한 MAC 주소가 ‘허용’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MAC 주소를 가진 기기만 Wi-Fi에 연결 가능
하니 설정시 주의하십시오.

-. MAC 주소: 네트워크 접속제어를 ‘차단, 허용’ 하고 싶은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설정 완료 후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 합니다.

▶ 고급 설정
- LTE 정보

-. 연결 상태: LTE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 연결 시간: LTE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 전화 번호: 단말의 전화 번호를 표시합니다.
-. IMEI: 단말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표시합니다.
-. APN NAME: 단말의 설정되어 있는 APN NAME을 표시합니다.
-. MTU 크기: 단말의 LTE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를 표시합니다.
-. IP 주소: 단말이 할당받은 외부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표시합니다.
-.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표시 합니다.
-. 기본 DNS: 기본 DNS(Domain Name Syatem) 주소를 표시합니다.
-. 보조 DNS: 보조 DNS(Domain Name Syatem)

주소를 표시합니다.

- 방화벽 설정

-. 원격관리 허용: 단말에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가 단말의 외부 IP 주소로 접속하여 Web CM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접속 시도하는 사용자가 같은 SKT 네트워크인 경우에 접속할 수 있습니
다.
-. 원격관리 PORT: 외부 IP 주소에 해당 PORT를 통하여 Web CM에 접속합니다.
*기본은 HTTP PORT ‘80’입니다. (Ex: HTTP://(외부 IP 주소)
-. 외부 PING 허용: 단말에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가 단말의 외부 IP 주소로 PING명령을 하는 경
우 응답을 허용합니다. 단, 사용자가 같은 SKT 네트워크인 경우에 PING응답이 가능합니다.

⇒ 설정 완료 후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 합니다.

- Router 설정

■ IP 할당 정보
DHCP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할당된 IP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누적된 MAC 주소와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갱신됩니다.

■ 포트 포워딩
외부에서 접속되는 특정 포트에 대해서 특정 IP 주소로 포워딩 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DMZ 호스트
특정 내부 IP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패킷을 전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 등의 기능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이기에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 완료 후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 합니다.

- SMS 수신
수신된 SMS의 목록은 “전화번호, 수신내용, 수신날짜 및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MS 삭제
1. 삭제하려고 하는 목록의 체크 박스를 클릭합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신된 SMS를 삭제합니다.

■ SMS 갱신
1.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SMS 수신 목록을 최신 상태로 갱신합니다.

■ SMS 상세보기
1. SMS 수신목록에서 각 항목의 수신내용을 클릭합니다.
2. SMS 상세보기로 이동하여 클릭한 목록의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SMS가 삭제 됩니다.
4.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SMS 수신목록으로 이동 합니다.

▶ 기기 설정
- USIM 관리

[USIM PIN이란?]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USIM 카드의 비밀번호입니다.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USIM 카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초기 USIM PIN 번호는‘ 0000’ 입니다.
※ PIN을 설정하면 단말의 전원을 켤 때마다 Web CM에 접속하여 PIN 번호를 입력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USIM PIN 사용시 잘못된 PIN 번호 3회 입력 시 PUK 잠김 상태가 되어버리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SIM PIN을 연속 3회 잘 못 입력할 경우, 재사용을 위해서는 PUK(PIN Unlock Key) 번호를 입
력해야 하며, PUK 번호를 연속 10회 잘 못 입력하는 경우 해당 USIM은 폐기하고 재발급 받으셔
야 합니다.
※ PUK 번호를 모르는 경우, 신분증과 USIM 카드를 지참 후에 가까운 SK 대리점이나 SK Telecom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K Telecom 고객센터 연락처: 1599-0011, 1566-0011)

■ USIM 카드 잠금 설정
1. USIM 잠금 설정의 체크 박스를 체크합니다.
2. 사용 중인 PIN 번호 입력란에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4~8자리까지의 숫자)
3.‘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 USIM 카드 잠금 해제
1. USIM 잠금 설정의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2. 사용 중인 PIN 번호 입력란에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4~8자리까지의 숫자)
3.‘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 USIM PIN 번호 변경
※ USIM 잠금 상태에서만 PIN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기존 비밀번호(PIN) 입력란에 사용 중인 PIN 입력란에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4~8자리의 숫자)
2. 새 비밀번호(PIN) 입력란에 변경할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4~8자리의 숫자)
3. 새 비밀번호(PIN) 재 입력란에는 새로 입력한 PIN 번호와 동일한 PIN 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4~8자리의 숫자)
4.‘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
Web CM에 접속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비밀번호 설정 후에 공장초기화를 할 경우, 다시 비밀번호는 “0000”으로 초기화 됩니다.

■ 비밀번호 변경
1. 기존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란에 현재 Web CM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새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란에 변경하고자 하는 새 Web CM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새 로그인 비밀번호 재입력란에 앞서 입력한 새 로그인 Web CM 로그인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다시 입력합니다.
4. 입력 완료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 초기화

■ 공장 초기화(기본값으로 재설정)
초기화 화면의 ‘실행’을 클릭하면, 기기의 모든 설정을 제품 구입시 기본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
니다.
*Wi-Fi 이름(SSID), WPA 패스워스 및 Web CM 접속 비밀번호 등 모든 설정 값이 제품 구입시 기
본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 데이터 사용량
※ 데이터 사용량은 단말기에서 측정되며 이동통신사에서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데이터 사용량은 SK Telecom 홈페이지 ‘www.tword.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량 정보
단말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송 / 수신 항목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 사용 제한 설정
-. 사용제한 사용: 사용제한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사용 제한량: 데이터 사용관련 사용 제한량을 “MB“ 단위로 설정합니다.

▶ 업그레이드

■ 사용자(수동) 업그레이드
사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Web CM을 통해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신규 펌웨어는 제조사 홈페이지 www.smobile.kr 에서 SBR-300S의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아래
업데이트 방법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사용자(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1.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PC나 노트북에서 Web CM에 접속합니다.
2. Web CM에서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3. 펌웨어 파일 항목의 ‘찾아보기’를 누른 후 PC에 다운받은 신규 펌웨어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
을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LTE 상태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박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R-300S를 다시 시작한 후 Web CM의 메인 화면 및 업그레이드 메뉴의 펌웨어 정보
에서 업데이트 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BR-300S는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도 제공합니다.
본 기능은 서버와 연동하여 단말의 펌웨어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입니다.
본 제품은 전원 ON시 신규 펌웨어가 있을 경우 서버에서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운받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다운받아 저장되어 있는 신규 펌웨어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며,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
안 LTE 상태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박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은 단말을 끄고 다시 켰을 때 Web CM의 메인 화면 및 업그레이드 메뉴의 펌웨어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LTE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