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Router TLR-2005KSH
제품 설명서

2018. 1.
TELESQUARE, Inc.

Contents
Wireless, better life

1 제품 설명서
1. 제품사양
2. USIM 개통하기

2 WEB UI
1. WEB UI 접속하기
2. WEB UI 화면 구성
3. 시스템 정보
4. 인터넷 설정
5. 방화벽 설정
6. 관리자 기능
7. 무선모뎀

1. 제품 사양
 개요
- TLR-2005KSH는 SK텔레콤 3G/LTE 무선망에 무선 연결하여 유선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LTE 라우터
제품입니다.
- LTE 무선망을 통한 인터넷 연결과 유선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며, 랜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통신을
지원합니다.

 제품 구성
•

LTE 라우터 본체

•

LTE 안테나 2개

•

DC 어댑터

•

랜케이블 1개(1M)

•

유심커버와 조립나사

1. 제품 사양
 각 부위 명칭 및 설명

[ 전면부 ]
명칭

설
명
LTE 신호세기 표시하며 데이터 통신 시 점멸함
녹색 : 신호가 강함
주황 : 신호가 약함
적색 : LTE 연결 안 됨
※ 개통되지 않을 경우 적색 점멸함
WAN 포트로 데이터 통신 시 녹색 점멸함

1/2/3/4

LAN1,2,3,4 포트로 각각 데이터 통신 시 녹색 점
멸함
녹색 : 부팅 후 정상 동작 시 점등
적색 : 부팅 중 또는 제품 이상 시 점등
※ 공장 초기화 시 녹색/적색 교차 점멸함
※ LTE 모드시 녹색, WAN 모드시 주황색 점등함

[ 후면부 및 기타 ]
명칭
ANT

유심커버

제품라벨

설

명

LTE 안테나 연결 단자

DC IN

전용 DC 어댑터 연결 단자 (5V~12V 지원)

WAN

WAN 케이블 연결 단자 (RJ45)

LAN1~4

LAN 케이블 연결 단자 (RJ45)

Reset

제품 리셋키
※ 5초간 리셋키를 누르면 공장 초기화함

USB

Debugging 전용포트

유심커버

커버를 열면 USIM 카드 커넥터가 있음

제품라벨

제품 정보 라벨

1. 제품 사양
 제품 사양
Item
Form Factor
Chipset
Technology
Peak Data
Speed

Specifications
LTE Router
LTE : Hucom wireless HM-211S
AP : Mediatek MT7620A (MIPS 580MHz)

LTE

Tx Pwr : 23dBm @ Antenna Connector
Rx Sen.: -93dBm @ Antenna Connector
※ All SPECs comply with the 3GPP

Antenna

LTE

Feature

•
•
•
•
•
•
•
•
•

: 2dBi Dipole Antenna (1T2R External)

: D/L : 150Mbps U/L : 50Mbps

FDD-LTE : Band 3/5+WCDMA B1

Memory

Serial Flash 32MB | DDR2 64MB

Interface

•
•
•
•
•
•

Power

LTE

Specifications

Rel.9 LTE FDD Cat 4

Bands

Operating
Temp.

Item

5-10/100 Ethernet RJ45 (1-WAN, 4-LAN)
8-LED (LTE/WAN/LAN/USB/Power)
2-SMA Type LTE Antenna Connector
1-micro USIM Connector
1-Reset Tact Switch
1-DC Adaptor(5~12V)

3G/4G LTE / Ethernet Mode
WAN ↔ LTE Fast Failover
Static IP, DHCP Client
MAC/IP/Port Filtering
Port Forwarding
DMZ/Super DMZ/DDNS
WEB UI
SSL VPN Client
SKT GMMP, SKBB BIP

-20℃ ~ 60℃ (95% Humidity)

Size (Weight)

140x85x28mm (150g/본체)

DC 5V Adaptor (5V~12V Available)

Certification

KC, SK Telecom

2. USIM 개통하기
 USIM 개통하기
① 개통되지 않은 USIM 카드를 사용하여 LTE 라우터에서 개통하기 위하여 LTE모뎀 WEB UI로 접속한다.
※ WEB UI 접속 방법은 WEB UI 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② WEB UI에서 시스템 정보 > USIM 페이지로 가기, 또는 무선모뎀 > 모뎀 유심 설정 메뉴를 선택한다.
③ USIM OTA 메뉴칸에 #758353266#646#를 입력하고, 개통시작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USIM 다운로드가 진행 되고 완료되면 LTE 라우터를 재부팅한다.
※ 미개통된 USIM 사용시에만 해당 메뉴가 나타나며, 개통된 USIM을 사용시 해당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USIM 개통, LTE모뎀 개통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리점 및 판매처에 문의 바랍니다.

#75835326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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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 UI 접속하기
 WEB UI 접속하기
- 제품과 PC간 랜케이블로 연결함.
-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192.168.50.1 입력 후 접속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WEB UI 로그인 화면이 나옴.
-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초기 ID : Admin / PW : 0821)
※ 제품 보완을 위하여 반드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기능 > 장비관리 메뉴 참조)

2. WEB UI 화면 구성
 WEB UI 화면 구성
① 안테나바 : LTE 신호 세기에 따라 안테나바 표시
② 메뉴바 : 제품 WEB UI 메뉴 표시
③ 메뉴 활성 화면 : 선택한 메뉴의 화면 표시
※ 와이파이 설정 메뉴는 와이파이 모델에 한함
Wireless Router Operation And Management

②

①

③

3.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 디바이스 명 : 제품 모델명
- 펌웨어 버전 : 제품 펌웨어 버전
- 모뎀 버전 : LTE모듈 버전
- 모뎀 상태 정보 : LTE모듈의 LTE 연결 상태
- USIM 상태 : 제품에 삽입된 USIM 상태 (USIM 페이지로 가기 클릭시 모뎀 유심설정 메뉴로 이동)
- 동작시간 : 제품 부팅 후 동작시간
- 언어 선택 : WEB UI 언어 선택 (한글/영어)

4. 인터넷 설정
 인터넷 설정
- 외부 네트워크(WAN)과 내부 네트워크(LAN) 설정 및 DHCP 클라이언트 정보 메뉴

 인터넷 설정 > 외부 네크워크(WAN) 설정
- 모드 설정 및 인터넷 IP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4. 인터넷 설정
 인터넷 설정 > 내부 네크워크(LAN) 설정)

4. 인터넷 설정

 인터넷 설정 > DHCP 클라이언트 정보

5. 방화벽 설정
 방화벽 설정
- MAC/IP/PORT 필터링 설정, PORT 포워딩 설정, DMZ(Super DMZ) 설정 및 SSL VPN 설정을 할 수 있음.

 방화벽 설정 > MAC/IP/PORT 필터링 설정

 방화벽 설정 > PORT 포워딩 설정

5. 방화벽 설정
 방화벽 설정 > DMZ 설정

 방화벽 설정 > VPN 설정
- SSL VPN 설정 : VPN 설정 정보는 VPN 공급처에 문의 바랍니다.
※ SSL VPN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VPN 업체의 VPN SW가 내장된 전용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6. 관리자 기능
 관리자 기능
- 장비관리,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명령, 시스템 로그, 세팅 관리 및 자동 리셋 메뉴

 관리자 기능 > 장비관리
- 사용자/관리자 계정관리, NTP 설정, DDNS 설정을 할 수 있음.
- DDNS 지원 사이트 : (국내) codns.com / (해외) Dyndns.com, www.no-ip.com
※ 별도 DDNS 지원이 필요할 경우 판매처 또는 해당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6. 관리자 기능
 관리자 기능 > 펌웨어 업그레이드
- 라우터 펌웨어 : 제품 펌웨어 업그레이드시 사용하며, 파일 선택 > 해당 펌웨어를 선택 후 적용을 클릭하면
펌웨어 업그레이 진행 후 재부팅함.
- 설정값 유지를 체크하면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 제품 설정값이 유지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시 전원이 분리될 경우, 잘 못 된 펌웨어 또는 파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제품 불량
또는 오동작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 바랍니다.

6. 관리자 기능
 관리자 기능 > 시스템 명령
- 시스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음
- 해당 명령어 입력 후 적용을 클릭하면 해당 명령어가 제품에 입력되어 동작함.

 관리자 기능 > 시스템 로그

6. 관리자 기능
 관리자 기능 > 설정 관리

 관리자 기능 > 자동 리셋
- 시간을 설정하여 제품이 자동으로 재부팅할 수 있음.

7. 무선모뎀
 무선모뎀
- 모뎀 설정, 모뎀 유심 설정 및 모뎀 상태 정보를 볼 수 있음.

 무선모뎀 > 모뎀 설정

 무선모뎀 > 모뎀 유심 설정

7. 무선모뎀
 무선모뎀 > 모뎀 상태 정보
- LTE 모듈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LTE 모듈 모델 정보 및 IP 주소, RF 정보(RSSI, RSRP 등) 등을 표시함.

Thank you
 Contact us
 Tel : +82-31-628-4481
 Fax : +82-31-628-4489
 Email : info@telesquare.co.kr
 www.telesquare.co.kr
TELESQUAR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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