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매뉴얼 KT QOOK-AP(HN-2204AP)
KT Qook-AP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장 해체 후 아래와 같은 구성물들

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본체 (1개) 설치 매뉴얼 (1개)

안테나 (1개) LAN Cable (1개)

[ 고객 지원실 안내 ]

KT : 국번 없이 100번

인터넷 고객지원실 : www.tellion.com

KT QOOK-AP 전면 LED 안내

케이블/어댑터를 연결한 후, 각 LED가 점등되었을 경우는 정상 동작 상태이고,

소등되어 있을 경우는 케이블/어댑터 연결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 후

에도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멸

하는 경우는 정상동작을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안테나 연결하기

제품 후면의 안테나 커넥터에 동봉된 안테나를 아래와 같이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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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인터넷 이용시 설치 방법-1
① LAN Cable을 이용하여 ADSL, VDSL, FTTH ONT의 LAN포트와 QOOK AP의 KT회선

(WAN)포트를 연결 합니다.

KT Ntopia 서비스(모뎀, ONT 미설치)를 이용하시는 경우 댁내의 LAN 포트를 직접

Qook AP의 KT회선(WAN) 포트에 연결 합니다

② 댁내에서 사용하시는 PC, 셋톱박스 등을 QOOK AP의 LAN포트(1번~4번)에 연결 합니

다.

-3-

KT 인터넷 이용시 설치 방법-2
③ 제품에 포함된 전원 어뎁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PC 설정 및 확인 (유선)-1
① “내 네트워크 환경”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합니다.

② 네트워크 연결창에서 로컬 영역 연결 ICON을 더블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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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설정 및 확인 (유선)-2
③ 속성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④ 로컬영역연결에서 인터넷프로토콜(TCP/IP)

를 선택하고 속성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⑤ “자동으로 IP주소 받기” 와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

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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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설정 및 확인 (무선)
① 4 페이지의 “PC 설정 및 확인(유선)” 단계

의 ①을 실행한 후 네트워크 연결 창에서

무선 네트워크 연결 ICO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기를 클릭 합니다.

② 무선네트워크 연결 창에서 네트

워크 목록 새로 고침을 클릭 후

검색된 무선 네트워크 중

“KT_WLAN”을 연결합니다.

③ WEP 암호를 두 번

입력 합니다.

WEP (네트워크 키)는 기

본값으로 123456789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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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외의 타사 인터넷 서비스 사용시 초기 설정 하기-1
① 제품 후면의 LAN포트와 PC의 LAN 포트를

제공된 lan Cable로 연결합니다.

② “내 네트워크 환경”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③ 네트워크 연결창에서 로컬 영

역 연결 ICON을 더블 클릭 합

니다.

④ 속성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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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외의 타사 인터넷 서비스 사용시 초기 설정 하기-2
⑤ 로컬영역연결 에서 인터넷프로토콜(TCP/IP)

를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 합니다

⑥ “다음 IP주소 사용” 를 선택한 후 다음과 같

이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IP 주소 : 10.0.0.10 /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⑦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http://10.0.0.2:8899/”를 입력한 후 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ID : ktuser / Password : megaap

⑧ 좌측 메뉴 항목에서 “고급 설정” => “네트워크 관리” => “IP 할당 정책” 클릭합니다.

⑨ IP 할당 정책에서 공유기 모드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⑩ 설정 완료후 5 페이지의 “PC 설정

및 확인(유선)”의 3~5과정을 수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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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OK AP 기타 기능 설정 방법

1. KT 인터넷 이용시

- 7 페이지의 “KT 이외의 타사 인터넷 서비스 사용시 초기 설정 하기” 과정의

1~7번 과정을 수행 후 기능을 설정하시고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이 끝나신 후에는 4 페이지의 “PC 설정 및 확인(유선)” 과정을 수행해야 정

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타사 인터넷 사업자 사용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① 제품 후면의 LAN포트와 PC의 LAN 포트를

제공된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② “http://172.30.1.254:8899/”를 익스플로러 주

소창에 입력한 후 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ID : ktuser / Password :

megaap

③ 초기화면에서 환경에 따라 설

정

단, 설정 전 반드시 사용자 매

뉴얼을 숙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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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WEP 암호Key 생성 또는 변경 방법

QOOK AP 무선랜으로 허용되지 않은 외부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무선 암호

Key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9 페이지의 “QOOK AP 기타 기능

설정 방법”을 이용하여 QOOK AP

장치의 Web에 접속합니다.

KT인터넷회선: http://10.0.0.2:8899

타사인터넷회선:

http://172.30.1.254:8899

② 상위 메뉴에서 “고급 설정” => “무선 관리” => “인증 상세 설정”을 클릭합니다.

③ WEP/WPA에서 “WEP”를 선택하면

아래의 세부설정 항목이 나타납니

다.

- KT 기본설정으로 하고자 할 경

우 바로 “적용”을 클릭합니다.

- 다른 값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

우 Key1의 값을 수정한 후 “적

용”을 클릭합니다.

④ 우측 상단의 “설정저장” 버튼을 클

릭한 후, “Config Save” 버튼을 클릭

해서 현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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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2204AP 설치 FAQ-1
Q: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고 싶습니다.

A: QOOK AP(HN-2204AP) 장비의 사용자 매뉴얼은 제조사 홈페이지(www.tellion.com)에

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관리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A: 관리페이지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키보드 상단의 F5 키를 2~3번 눌러보고 계속

안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Web Browser(Internet Explorer)의 옵션항목에서 쿠

키를 삭제 후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무선네트워크가 연결이 안됩니다.

A: Windows의 기본적인 무선랜 관리프로그램((Wireless Zero Configuration)을 사용하는

방법은 옆의 그림과 같이 컴퓨터 관리에서 서비스가 시작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

다.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프로파일 사용방법을 이용하면 향후 관리가 용이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랜 카드 구입시 또는 PC 구입시에 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11-

HN-2204AP 설치 FAQ-2
제어판관리도구컴퓨터 관리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서비스

Q: KT외의 타사 Cable 사용자로서 SoIP 를 설치하는데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A: 사용자 모드로 접속(사용자ID: ktuser, 비밀번호: megaap) 한 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MAC Clone 기능을 “활성”으로 선택하고 PC MAC 주소를 변경할 MAC 주소에 등록을

한 다음 “적용”을 선택하고 “고급설정-네트워크 관리-IP 할당 정책”에서 “공유기 모드”

로 설정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후, 반드시 상단우측의 설정저장을 선택한 후 표시

되는 저장 선택화면의 “Config Save”를 선택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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