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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전을 위한 경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도움말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움말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Ｉ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 위험 지역 안의 규정, 지시 사항, 신호를 준수하십시오.

비행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행기의 전자 운항 기기에 영향을 주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 간섭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변 무선 장치와의 주파수 간섭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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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온도에서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차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 두지 마십시오.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적정 온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곳에서는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무더운 곳이나 추운 곳,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할 경우 고장 및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십시오.
USB 단자에 이물질이 묻으면 부식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헝겊이나 수건, 
면봉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물이나 화학 제품(시너, 솔벤트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격에 주의하십시오. 
제품에 충격을 주면 파손 또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물기나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두십시오. 
습기 또는 액체 성분이 부품과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을 함부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소비자 임의로 분해하거나 조립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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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원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전원 케이블을 분리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분리하십시오.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장시간 미사용 시에는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자성이 강한 물체를 조심하십시오.
자석, TV, 모니터, 스피커 등 자성이 강한 물체 옆에 제품을 보관하시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 접촉 단자에 금속 물체를 대지 마십시오.
배터리의 접촉 단자에 목걸이, 열쇠, 동전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못이나 공구 등 날카로운 물체로 배터리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합선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본사에서 제공되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배터리를 입에 넣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전 및 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덮개를 비롯한 부품들을 어린이가 삼키지 못하게 주의하십시오. 
질식이나 식도 걸림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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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기:구성품 확인

본체 파우치 어댑터(AC) 케이블 배터리(1개)Quic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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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기:구성품 확인

※ 구성품의 품목 및 색상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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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제품 개요:제품 소개

본 제품은(CBR-510S) WiBro 신호를 Wi-Fi로 변환 시켜주는 Mobile Wi-Fi 장치로, 
특정 지역에 설치된 Wi-Fi 지역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Wi-Fi를 지원하는 기기들과 연결하여 
최대 7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감안해 인터넷 사용량이 많으신 사용자 분은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소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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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제품 소개

• WiBro를 지원하는 모바일 와이파이 장치
• 최대 7명이 동시 접속 가능
• 배터리를 사용하여 별도의 전원 없이 이동 중에도 사용 가능 
• 노트북, 스마트폰 등 Wi-Fi를 지원하는 기기들과 연결 가능 
• 무선 보안을 지원
• Web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크 상태의 확인 및 설정 변경 가능
• 상태 지시 및 자가 진단을 위한 LCD 화면 적용 

제품 특징

제품 개요:제품 특징

WiBro 신호

SKT WiBro 기지국 WiFi 탑재 기기들

노트북

휴대폰

MP3

1312

WiFi
신호



제품 개요:외부 명칭 및 기능

• 충전용 USB 포트 : 본 제품의 구성품으로 제공된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버튼

제품 개요:외부 명칭 및 기능

외부 명칭 및 기능
충전용 USB 포트

LCD 화면

배터리 커버 개폐용 버튼

전원 버튼

저전력 모드 버튼 동작 방법 상 태

전원 On

전원 Off

LCD 화면
On / Off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LCD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LCD 화면이 켜진 후 약 10초 정도 제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LCD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LCD 화면이 다시 켜지고, 전원 버튼을 
짧게 다시 누르면 LCD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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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외부 명칭 및 기능

    • 저전력 모드 버튼

• LCD 화면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를 참조하세요.

• 배터리 커버 버튼 : USIM 카드/배터리 장착 및 교체를 위하여 커버를 열 때 사용합니다.  

저전력 모드는 제품의 전원을 완전히 끄지 않고 일부 기능이 구동되도록

설정된 모드입니다.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기본 사용 모드 보다 배터리 소모를

다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

에서 모드 버튼을 4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저전력 모드에서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드

버튼을 4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제품 개요:내부 명칭 및 기능

내부 명칭 및 기능

USIM 카드 커넥터

Reset 버튼     / 
공장 초기화 버튼

[배터리 장착 시][배터리 분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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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버튼

클립이나 핀셋으로 Reset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재 부팅 됩니다. 

• 공장 초기화 버튼

중요한 설정 값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클립이나 핀셋으로 공장초기화 

버튼을 5초 이상 눌러 주십시오. 

재 부팅 후, 제품의 구입 시 상태로

초기화 됩니다. 



제품 개요:내부 명칭 및 기능

• USIM 카드 장착 방법

1. 제품의 아랫면 배터리 커버를 여신 후 그림과 같이 USIM 카드를 장착합니다.
2. 배터리를 장착하고 배터리 커버를 다시 닫아 주십시오.

제품 개요:알아두기

알아두기

※ USIM 카드란?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는 이동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카드 형태의 모듈입니다. 
본 통신 기기에 사용되는 USIM 카드는 기기에 항상 내장하여 사용하는 내장형 카드로써 SK텔레콤의 
WiBro 또는 WCDMA 망에 접속 시 가입자 인증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T login 3W Bridge 적용 USIM 카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구입 및 가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K텔레콤 고객 센터(1599-0011, 1566-0011)로 문의하세요.

※ 가입자의 번호 정보는 USIM 카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데이터의 수량에 대한 통화료는 USIM 카드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USIM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SK텔레콤 고객 센터(1599-0011, 1566-0011)로 연락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USIM 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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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카드 분리]

*분리 된 USIM 카드의 
이 부분을 우측으로,
금속면이 아래를
향하게 장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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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내부 명칭 및 기능

• 배터리 장착 방법

1. 제품의 아랫면 배터리 커버 개폐용 버튼을
눌러 그림과 같이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고
그림과 같이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2. 배터리 장착 후에는 배터리 커버를 
다시 닫아 주십시오.

3. 배터리를 분리할 시에는 배터리 장착 
방법을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4.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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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커버 개폐용 버튼

<부팅  화면>

LCD 화면 표시

>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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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 표시

WiBro활성화 상태

배터리 잔량 표시

Wi-Fi 접속자 수 표시Wi-Fi 
활성화 상태

알림 문구 표시

신호 세기 표시

• 신호 세기 표시

안테나 레벨 설 명

No Service, 즉 신호가 약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테나 레벨 0을 지시합니다.

안테나 레벨 1을 지시합니다.

안테나 레벨 2를 지시합니다.

안테나 레벨 3을 지시합니다.

안테나 레벨 4를 지시합니다.

안테나 레벨 5를 지시합니다.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 배터리 잔량 표시

상 태 설 명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배터리 레벨 0을 지시합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레벨 1을 지시합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레벨 2를 지시합니다.

배터리 레벨 3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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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Bro 활성화 상태

표 시 상 태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 전원 Off 후 어댑터를 이용하여 2시간 30분 이상 충전하시면 완충됩니다. 

전원 On 시에는 일정 전압 이상이 충전되면, 충전 중 지시(번개)에서 배터리 레벨 3으로 변경됩니다.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 Wi-Fi 접속자 수 표시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표 시 설 명

Wi-Fi 접속자가 없습니다.

1 ~ 6명의 사용자가 Wi-Fi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접속 가능한 최대 사용자인 7명이 Wi-Fi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600

0

intro

Dual
Mode

Single
Mode

Text

Text

Update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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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활성화 상태

표 시 설 명

Wi-Fi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Wi-Fi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 알림 문구 표시

제품 개요:LCD 화면 표시

표 시 상 태

지원할 수 없는 USIM 카드입니다.

USIM 카드가 해지된 상태입니다.

PIN이나 PUK이 활성화된 USIM 카드입니다.

USIM 카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USIM 카드를 넣어 주세요.

PUK(해제 코드)이 10회 잘못 입력되어 사용할 수 없는 USIM 카드입니다.

특정 단말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USIM 카드입니다.

공장 초기화 알림 문구입니다.

• 알림 문구 표시

표 시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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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인증에 오류가 발생 하였습니다. 
해당 코드에 대한 확인은 고객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개통에 문제가 있는 USIM 카드입니다. 
해당 코드에 대한 확인은 고객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저전력 모드 알림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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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31

제품 사용:연결하기 전에

※ 제품을 구입하면 먼저 USIM 카드와 배터리를 장착 후, 배터리를 완충해 사용해 주십시오.

• 충전기 연결

<제품에 USB Cable 연결> <노트북 연결 시_DC><어댑터 연결 시_AC>



제품 사용:연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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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제품의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USB 케이블과 어댑터를 연결해 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방법은 그림(31쪽)과 같습니다.

* 빠른 충전을 위해서는 제품의 전원을 끄고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통신 칩의 기본 구동을 위한 전류가 소모되어 충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USB 허브를 사용하시면 충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연결하기 전에

• 전원 On

• 전원 Off : LCD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LCD 창에 T 로고가 지시되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부팅 과정이 완료되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므로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제품 사용:연결하기 제품 사용:연결하기

• Windows XP
본 제품은 별도의 드라이버나 사용자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제어판 > 네트워크 연결 > 무선 네트워크 연결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우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제품의 네트워크 이름(SSID) 더블 클릭 > 네트워크 키를 입력 후‘연결’을 클릭합니다. 
제품 구입 후 초기 네트워크 이름은 ‘SKT_CBR-510S_일련번호’이고 
네트워크 키는‘T일련번호’입니다.
예) 네트워크 이름 : SKT_CBR-510S_1234567, 네트워크 키 : T1234567

※ 초기 버전의 Microsoft Windows XP는 WPA 암호화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키 입력 창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XP를 최신 서비스 팩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무선 네트워크 연결 시도 > 연결이 완료되면 화면에‘연결됨’으로 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의 OS 또는 설정에 따라 연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Windows Vista

1. 제어판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 네트워크에 연결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 연결 창에서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연결 가능 창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설정을 위한 동작은 Windows XP와 동일하며‘연결하기–Windows XP’를 참조하세요. 

※ 본 제품은 최초 사용 시 네트워크의 인증과 암호화를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타인의 무단 도용으로 인한 과금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를 권장합니다.

연결하기

3534



CBR-510S는 WiBro, Wi-Fi 등의 상태 확인 및 설정 변경을 위해 Web CM을 사용합니
다. Web CM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접속을 원하는 PC나 
단말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Web CM으로 접속하기

• 주소 불러오기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PC나 단말기를 CBR-510S와 Wi-Fi로
연결한 후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웹 브라우저 주소 창에‘http://192.168.1.1/’를 입력하신 후 <Enter>키를 누릅니다.

제품 설정:Web CM으로 접속하기

Web CM으로 접속하기 37     
상태의 지시 39
기본 설정 41

보안 설정 45
고급 설정 46

제품 설정

37

※ Web CM이란?
Web Connection Manager의 약자로 사용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품 설정:Web CM으로 접속하기

• 계정 로그인

계정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는‘user’, 비밀번호는‘0000’입니다.

• 비밀번호 변경 - 구입 후 또는 공장 초기화 후 최초 접속 시

웹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지시되는 웹 사용자 
프로그램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구입 후 또는 공장 초기화 후 최초 접속 시에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옵션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이름(SSID) 변경 - 구입 후 또는 공장 초기화 후 최초 접속 시

출시 상태의 기본 네트워크 이름(SSID)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 후 또는 공장 초기화 후 최초 접속 시에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이름(SSID) 
변경 옵션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이름은 숫자와 영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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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정:상태의 지시

• 신호 상태 지시부

WiBro의 신호 상태, 접속 모드의 설정 상태, 배터리 잔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WiBro의 신호 세기를 표시합니다. 
안테나 레벨이 0이하에서는 접속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WiBro 활성화 상태를 표시하여 줍니다.  

③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여 줍니다. 

상태의 지시

① ② ③ ④



제품 설정:상태의 지시

• 기본 상태 지시부

설정된 기본 상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최초로 지시되는 
창이며 메뉴의‘기본 설정 > 상태’창과 동일합니다. 

상태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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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설정된 기본 상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

웹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지시되는 웹 사용자 프로그램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

제품 설정:기본 설정



제품 설정:기본 설정 제품 설정:기본 설정

• Wi-Fi 기본 설정 및 암호화 방식 설정

Wi-Fi AP 사용을 위한 기본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네트워크 이름(SSID) 및 Wi-Fi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인증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채널 설정 : 출시 상태의 기본값은‘Auto’로 선택되어 있으며 가장 양호한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선택하도록 합니다. 채널은 1 ~ 13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1, 6, 11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각 채널에 따른 신호 강도 수치를 참조하여 수동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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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기본 설정 및 암호화 방식 설정

※ WEP(Wired Equivalent Privacy)는 무선 랜 데이터의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해 IEEE802.11 표준에서 정의된 암호화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암호화, 복호화에 동일 키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칭형 구조로써 WEP의 암호화 길이는
64/128비트를 사용합니다. WEP 키는 무선 단말을 인증하고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WPA(Wi-Fi Protected Access)는 Wi-Fi가 만든 신규 무선 랜 보안 표준입니다. 
이는 기존의 WEP 방식을 대체하여 데이터 보호 및 액세스 컨트롤을 강화합니다. 
본 통신 기기는 WPA-PSK/WPA2-PSK 암호 방식을 제공하며 가정용 또는 작은 사무실용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인증 서버 없이 키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 Windows XP Service Pack 2 이하에서는 WPA2-PS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Service Pack 2에서 WPA2-PSK를 사용하고 싶으시면‘Windows XP용 업데이트(KB893357)’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정:기본 설정 제품 설정:보안설정

※ 보안 설정 변경 후 무선 네트워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설정을 변경한 후 재시도해 주세요.

1.‘무선 네트워크 연결’에서‘고급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2.‘무선 네트워크 속성’에서‘무선 네트워크’탭을 선택합니다.

3. 본 기기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연결 네트워크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4.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 변경을 종료합니다.

4544

• URL 필터링

사용자가 특정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키워드 필터링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필터링이란?

필터는 주변의 다른 클라이언트가 본 기기에 연결되어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및 서비스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 DMZ 설정

DMZ는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IP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 설정



제품 설정:고급 설정 제품 설정:고급 설정

• 접속 단말 목록

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목록이 지시됩니다. 최대 접속 가능한 사용자의 수는
접속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7명으로 제한됩니다. 컴퓨터 이름(호스트)은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PC나 단말기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이름을 읽을 수 없는 PC나 단말기의 경우 
이름 없음 1  , 이름 없음 2...         등의 이름이 임의 생성됩니다.

• 포트 포워딩

내부 IP에서 한 포트를 열어 그 포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본 제품은 1개의 공인 IP를 여러 사설 IP(192.168.1.X) 나누어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특정 패킷이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하면, 최초에는 공인 IP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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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포워딩
하지만 제품 내부에 이미 여러 개의 사설 IP가 존재하므로 해당 패킷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패킷을 특정 단말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포트 포워딩입니다.

1. 포트 포워딩을 사용으로 변경한 후‘IP 주소’,‘포트 범위’,‘프로토콜’등을 입력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2. 추가된 설정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상 서버

1. 가상 서버를 사용으로 변경한 후“IP 주소, 고용 포트, 개인 포트, 프로토콜”등을 입력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2. 추가된 설정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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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규격 및 특성

49

규격 및 특성

63 X 105 X 17.5(mm)
116.5(g)

CSTN 1.37(inch)
Indicator : Battery, Signal Strength, etc.

Micro USB

Power
Low Power Mode

   1800(mAh) Li-Polymer Rechargeable
연속 사용 시간 : WiBro 최대 3시간 45분 
  Completely Recharging Time : 2시간 40분 by Charger

Dimension
Weight

LCD

Interface
Button 1
Button 2

Battery

Mechanical



부록:규격 및 특성 부록:규격 및 특성

규격 및 특성

IEEE802.16e wave2
Max. DL 28(Mbps), UL 5(Mbps)
2300 ~ 2390(MHz)
7 / 8.75(MHz)
23(dBm)
QPSK / 16QAM / 64QAM
EAP - AKA

Standard
Data Rate
Frequency
Bandwidth

Output Power
Modulation
Security

WiBro

5150

규격 및 특성

IEEE 802.11b/g
2400 ~ 2485(MHz)
20(MHz)
IEEE802.11g : 14(dBm) @ 54(Mbps)
IEEE802.11b : 17(dBm)

IEEE802.11g : OFDM
IEEE802.11b : DSSS
2412 ~ 2472(MHz, 13 Channel)
WEP, WPA, WPA2
Up to 7

Standard
Frequency
Bandwidth

Output Power

Modulation

Channel
Security
Clients

Wi-Fi

AC 100 ~ 240(V), 50/60(Hz), 0.15(A)
DC 5.0(V), 1.0(A)

정격 입력
정격 출력

AC/DC
Adaptor



고객 서비스 센터

고객 서비스 센터

• 씨모텍 고객 서비스 센터(모뎀 사용 방법 및 수리 관련 문의)

① 연락처 : 02)368-9834~5
② 주소 : (137-894)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1-8 우제빌딩 4층 

씨모텍 고객 서비스 센터 A/S 담당자 앞
③ 홈페이지 : www.cmotech.com

• SK Telecom 고객 센터(신규 가입, 해제, 변경, 요금 및 제품 등록 안내)

① 연락처 : 1599-0011, 1566-0011
② 홈페이지 : www.sktelecom.com

제품보증서 •당사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 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구입 후 1년(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날 경우에만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의 보증기간은 반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소비자의 취급부주의(침수, 충격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별매품 구입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 소비자가 함부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기타 부주의로 인한 고장, 손상 발생시

•그 밖의 경우 :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이 되며, 해외에서는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모 델 명 

구 입 일 

구입금액 

무상서비스

유상서비스

일 련 번 호 

구입대리점 

연  락  처

CBR-510S

년          월         일

소비자 피해유형
보상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시
고장성 불량에 한함. 

(고장성 불량에 
한하여 마케팅성, 

서비스성, 
과실성은 제외됨)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교환 불가능시 

동일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동일하자로 4회째 고장 발생시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수리 가능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제조사가 분실한 경우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시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제품교환 또는 환불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무상 수리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환불

제품교환 또는 환불

해당없음

정액 감가상각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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