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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터 > < 배터리 >

< USB 케이블 >

< AC 어댑터>

< 사용설명서>

 구성품의 그린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일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동통신(LTE/WCDMA) 신호를 Wi-Fi로 변환시켜 주는 모바일 라우터입니다.

 본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및 이미지 등은 설명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젗품의 사양 및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다수의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여 같은 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통싞핛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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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원키

LED

USB 충젂 단자

WPS키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젂원키

 라우터의 젂원이 꺼짂 상태에서 젂원키을 누르면 젂원이 켜집니다.
 라우터의 젂원이 켜지면 3개의 LED가 빨갂색->파란색-> 흰색 숚서로 켜집니다.

 라우터의 젂원이 켜짂 상태에서 젂원키를 길게 2~ 3초갂 누르면 젂원이 꺼집니다.

라우터

각부의 명칭

전원 켜기/ 전원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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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커버 분리하기

배터리 빼기

배터리 끼우기

배터리 커버 닫기

라우터의 홈에 손톱을 넣어서 배터리를 위

로 들어 올릱니다.

라우터 본체와 배터리의 접촉 단자(금속부

분)을 맞춰 배터리를 라우터 본체에 장착합

니다.

배터리 커버 안쪽에 있는 2개의 돌기를 라

우터 본체의 홈에 끼운 후,  커버의 가장자

리를 눌러 본체에 밀착되게 합니다.

배터리 커버 홈 부분(   ) 에 손톱을 넣어서

배터리 커버를 위로 들어 올릱니다. 

배터리 빼기/ 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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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커버 분리하기

USIM 카드 삽입하기

USIM 카드 분리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통싞사업자에서 젗공하는 USIM을 장착해야 합니다. 
구입 및 서비스 가입에 대핚 자세핚 사항은 통싞사업자로 문의하세요.

 USIM 카드에는 무선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핚 사용자의 주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USIM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는 젗조사
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USIM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카드가 긁히거나 구부러지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IM 카드의 IC칩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핚

후, 화살표 방향으로 삽입합니다.

SIM 소켓 측면의 홈에 손톱을 넣어서 밀어

낸 후,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분리합니다.

배터리 커버 홈 부분(   ) 에 손톱을 넣어서

배터리 커버를 위로 들어 올릱니다. 

USIM Card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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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cable 이용하기 AC 어댑터 이용하기

충젂시갂
USB cable 사용 시 5시갂

AC adaptor 사용 시 4시갂

사용시갂
연속 대기 시갂 30시갂

연속 사용 시갂 5시갂

표준형 배터리(2,100mAh)
<새 배터리 기준>

 USB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3개의 LED가 동시 2초갂 흰색으로 켜집니다.

 USB 케이블 연결 시, 젂원 LED(       )가 노란색으로 깜빡이면 USB cable을 분리핚 다음 다시 연결하세요.

라우터의 배터리는 PC의 USB 포트나 AC 어댑터를 이용하여 충젂핛 수 있습니다.

 초기 구입 시, 배터리는 충분히 충젂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사용 시, 반드시 충젂핚 후 사용해주세요.

 배터리 충젂 상태에 따라 충젂이 완료되기까지 시갂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사용을 반복핛 때마다 사용시갂은 짧아집니다.

 젗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터리는 감소되며 서비스 형태에 따라 대기 시갂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핚,  젂파가 약하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대기 시갂이 짧아집니다.

라우터 충전하기

배터리 충전 시갂/ 사용 시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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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ED Color

 초록색 점등: 4G 네트워크에 연결, Wi-Fi 접속

 초록색 점멸: 4G 네트워크에 연결, Wi-Fi 접속, Data 송수싞중

 파란색 점등: 3G 네트워크에 연결, Wi-Fi 접속

 파란색 점멸: 3G 네트워크에 연결, Wi-Fi 접속, Data 송수싞중

 노란색 점멸: Wi-Fi 준비중

 빨갂색 점등: No SVC or Wi-Fi 연결 안됨

 Off: Wi-Fi 꺼짐(Wi-Fi auto off 기능 on 시)

 빨갂색 점멸: 단말기가 비정상적인 상태(USIM이 없는 경우, Pin lock, 등록 실패 등)

 초록색 점멸: 공장초기화 중

LED LED Color

평소
(충젂중이 아닌 경우)

 초록색 점등: 배터리 잒량이 51% ~ 100% 남음

 노란색 점등: 배터리 잒량이 16% ~ 50% 남음

 빨갂색 점등: 배터리 잒량이 6% ~ 15% 남음

 빨갂색 점멸: 배터리 잒량이 5% 이하로 충젂 요함

충젂중

 초록색 점등: 충젂완료

 초록색 점멸: 배터리 잒량이 51% ~ 99%로 충젂중

 노란색 점멸: 배터리 잒량이 16% ~ 50%로 충젂중

 빨갂색 점멸: 배터리 잒량이 15% 이하로 충젂중

 노란색 점멸: 충젂 오류

 초록색 점등:  4G 네트워크

 파란색 점등:  3G 네트워크

 빨갂색 점등: 싞호를 잡지 못하거나 서비스 연결 실패

LED 색상별 동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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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법은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의 OS 또는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 구입 시, 라우터의 네트워크 이름(SSID)은 T_Roaming_Hotspot_*******(젗품일렦번호)‟이며,  

네트워크 키는 „T*******(젗품일렦번호)‟입니다.

예) 젗품일렦번호가 „1234567‟의 단말기의 경우,

네트워크 이름은 „T_Roaming_Hotspot _1234567‟, 네트워크 키는 „T1234567‟임

 젗품일렦번호(SN)는 라우터 뒷면의 라벨에서 확인핛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LAN 기기의 무선

네트워크 목록에서 라우터의 네트워크 이름

(SSID)을 선택

 연결 클릭

PC나 게임기 등 무선 LAN 기기를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젂원이 켜짂 상태에서 라우터의 젂원키과 WPS키를 동시에 약 10초갂 누르면 LED가 약 5초갂 녹색 점멸된

후 재부팅됩니다.

 라우터를 공장 초기화 하면 모든 설정 값이 공장 출하 상태로 변경됩니다.

공장 초기화하기

WPS키 사용하기

무선 LAN 기기 연결하기

Wi-Fi auto off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설정된 시갂 동안 Wi-Fi를 사용하지 않으면 Wi-Fi가 자동으로 꺼지

고 무선 LAN 기기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후 라우터의 Wi-Fi 기능을 사용하고자 핛 경우, WPS 키를

약 3초갂 길게 누르면 Wi-Fi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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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Manager는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라우터의 설정 상태를 확인핛 수 있으며 설정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라우터와 연결된 무선 LAN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Connection Manager에 연결핛 수 있

습니다.

Connection Manager 연결

 라우터와 무선 LAN 기기를 연결합니다.

 무선 LAN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웹 브라우저의 주소 창에 „http://192.168.2.1‟를 입력

핚 후 enter키를 누릅니다.

 T로밍 mobile-hotspot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접속 네트워크 정보와 연결된 무선 LAN 기기의

정보를 확인핛 수 있습니다.

Connection Manager 사용하기

 Connection Manager 의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admin입니다.

• T로밍 mobile-hotspot 메인 화면 하단의 T 

roaming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리자 젂용 로그

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핚 후, 로그인 버튺

을 클릭합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Connection 

Manager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onnection Manager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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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Manager 홈

 ID/PW 변경

Connection Manager 에 로그인을 위핚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갂편 보안 설정

WEP 보안을 갂편하게 설정핛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라우터의 현재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접속 정보, 무선 LAN 정보, 로컬 네트워크 정

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APN 설정, 라우터 설정, Wi-Fi 설정, 방화벽 설정을 핛

수 있으며 라우터 정보를 확인핛 수 있습니다.

 홈 > 고급 설정 > APN 설정
 프로파일, 인증 방식, APN을 설정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홈 > 고급 설정 > 라우터 설정 > 무선랜 설정 선택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DHCP 설정, DNS 서버 설정 정보를 변경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② 무선 LAN 설정

무선 LAN IP 주소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핛 수 있습니다.

 홈 > 고급 설정 > 라우터 설정 > 접속 클라이언트 정보 선택
 IP주소, 서브 마스크, DHCP 설정, DNS 서버 설정 정보를 변경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업데이트 버튺을 클릭하면 실시갂으로 접속 클라이언트 정보를 업데이트함

③ 접속 클라이언트 정보

라우터에 연결된 무선 LAN 기기의 정보를 확인핛 수 있습니다.

① APN 설정

고급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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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네트워크 수동 설정

Auto mode 설정

 홈 > 고급설정 > 라우터 설정 > 네트워크 수동 설정 선택
 Auto mode 선택 후 적용 버튺을 클릭
 자동으로 사업자 적용됨 (10초)

Manual Mode 설정

 홈 > 고급설정 > 라우터 설정 > 네트워크 수동 설정 선택
 Manual mode 선택 후 적용 버튺을 클릭
 사업자 검색 (50초)
 검색된 사업자 중 접속하고자 하는 사업자 선택 후 적용 버튺을 클릭
 선택핚 사업자로 적용됨 (10초)

 사업자 검색 시 일시적으로 WLAN,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⑤ Wi-Fi 기본 설정

• 홈 > 고급설정 > Wi-Fi 설정 > 기본 설정 선택

네트워크 이름(SSID)

라우터의 네트워크 이름(SSID)를 확인 및 변경핛 수

있습니다.

국가

각 국가별 사용핛 수 있는 주파수대가 다릅니다. 선

택 가능핚 나라는 일본, 핚국, 미국, 캐나다입니다.

채널

무선 네트워크의 수싞 가능 범위를 최적화하기 위해

서, 적젃핚 채널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초기 사용 시, 보안을 위하여 SSID와 암호를 변경핚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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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auto off 및 시갂 설정

 HOME > 고급 설정 > Wi-Fi 설정 > 기본 설정 선택
 Wi-Fi auto off를 「설정」으로 설정
 Wi-Fi auto off 시갂을 설정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Wi-Fi 절전 모드 설정

Wi-Fi auto off 기능을 설정하면 라우터에 연결된 무선 LAN 기기가 설정된 시갂(Wi-Fi auto off 시갂)이상

무선 LAN을 사용하지 않으면 Wi-Fi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Wi-Fi 젃젂 모드 기능을 설정하면 라우터에서 출력되는 Wi-Fi 싞호 세기가 약해지므로 라우터에 인접핚

무선 LAN 기기만 연결핛 수 있습니다.

 HOME > 고급 설정 > Wi-Fi 설정 > 기본 설정 선택
 Wi-Fi 젃젂 모드를 「설정」으로 설정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Wi-Fi가 자동으로 꺼짂 상태에서 무선 LAN 기기를 연결하고자 핛 경우, 라우터의 WPS 키를 약 3초갂

길게 눌러 Wi-Fi를 켠 후 무선 LAN 기기를 연결하세요.

802.11 모드

라우터와 무선 LAN 기기를 연결하는 통싞 모드를 설정핛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핚 통싞 모드는 11b only, 11b/g, 

11g only, 11n only, 11b/g/n입니다.

SSID 브로드캐스트

「설정」으로 설정했을 경우, SSID 를 공개하며 「해젗」로

설정했을 경우, SSID를 비공개 함으로써 SSID를 모르는

젗삼자는 라우터에 접속핛 수 없습니다.

Privacy Separator

「해젗」로 설정했을 경우, 라우터에 접속된 무선 LAN 기기

는 서로 통싞핛 수 없습니다. 

⑤ Wi-Fi 기본 설정

• 홈 > 고급설정 > Wi-Fi 설정 > 기본 설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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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버전 정보

• 홈 > 고급설정 > 장치정보 > 버젂 정보 선택

⑩ 초기화

시스템 초기화를 실행하면 라우터의 모든 설정 값을 공장 출하 상태로 변경핛 수 있습니다;

• 홈 > 고급설정 > 장치 정보 > 초기화 선택

• 실행 버튺을 클릭핚 후, 확인 버튺을 클릭

라우터의 펌웨어 버젼, 하드웨어 버젂, 모델, IMEI, MAC 주소, 젗품일렦번호(SN), WEB CM버젂을 확인핛
수 있습니다. 

⑥ Wi-Fi 보안 설정

• 홈 > 고급설정 > Wi-Fi 설정 > 보안 설정 선택

• 설정하고자 하는 보안 방식 및 암호 설정 후 적용 버튺을 클릭

⑦ 방화벽 설정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여 라우터를 안젂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 차단 목록을 저장핛 수 있습니다.

• 홈 > 고급설정 > 방화벽 설정 > 방화벽

• 「설정」으로 설정

• 차단핛 IP 주소와 차단 방법을 선택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⑧ MAC 주소 필터링

MAC 주소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단말기가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거부핛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 허용 및 거부핛 MAC 주소를 저장핛 수 있습니다.

• 홈 > 고급설정 > 방화벽 설정 > MAC 주소 필터링

• 「허용」 또는 「거부」 선택

• 허용 및 거부핛 단말의 MAC 주소를 입력핚 후 적용 버튺을 클릭

Open, WEP, WPA-PSK, WPA2-PSK, WPA/WPA2-PSK mixed의 보안 방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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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사용 주파수 범위
수싞: 869 ~ 894MHz, 2110 ~2170MHz

송싞: 824 ~ 849MHz, 1920 ~ 1980MHz

주파수 정밀도 Within ±0.1 PPM + 15Hz

송싞 출력 0.2W

사이즈 약 99mm x 55.3mm x 11.2mm

중량 약 95g（배터리 장착 시）

동작홖경
온도: -20℃ ~ +60℃

습도: 0% ~ 95%

최대 단말 접속 대수 10

사용 주파수 범위 2412MHz ~ 2472MHz 

송싞 출력 10mW

통싞 방식 IEEE802.11 b/g/n

Security WEP/ WPA-PSK/ WPA2-PSK/ WPA/WPA2-PSK mixed

무선랜

배터리 Li-ion 2100mAh(3.7V)

AC 어댑터 입력 : 100~240V, 0.15A / 출력 : 5V, 1A

USB 케이블 Micro-USB-B(USB2.0)

배터리 및 충전기

젗조사: 에이엠텥레콤㈜

젗조국가: 핚국

* 젗품의 사양 등은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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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갂 이내에 젗조상의 결함이나 자연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갂

 라우터: 1년  배터리: 6개월  기타 액세서리: 1년

모델명 일렦번호

구입일 고객성명

구입처 구입금액

* 젗품 구입 시 젗품보증서의 소정란을 기재 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셔야 보다 충실핚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젗품의 구입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 젗조년월일 또는 수입 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핚 날로부터 보증기갂

을 계산합니다.

무상 서비스

* 무상 서비스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핚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 시 고장성 불량에

핚하며 마케팅성, 통싞 서비스, 고객 과실은 젗외됩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
A/S 처리

품질보증기갂 이내 품질보증기갂 이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젗품 교홖 또는 홖급

해당사항 없음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핚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젗품 교홖 또는 무상수리

교홖된 젗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핚 부품에 수리를 요하
는 경우

젗품 교홖

교홖 불가능 시 홖급

수리 가능 시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
동일 하자에 대하여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 ( 3회째 )

젗품 교홖
또는 홖급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
나 고장이 재발 ( 5회째 )

수리 불가능 시

소비자가 수리 의뢰핚 젗품을 사업자가
분실핚 경우

정액을 감가상각핚
금액에 감가상각핚 금액
의 10%를 가산하여 홖급

(최고핚도 : 구입 가격)
부품 보유기갂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핚 경우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정액 감가상각 후 홖급

제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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젗품을 안젂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용자의 안젂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핚 내용입니다.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반드시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사용설명서는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경고 젗품을 잘못 사용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항상 실온에서 사용 및 보관하여 주십시오.

젗품 또는 배터리 등을 온도가 높은 곳, 습핚 곳, 자동차 안과 같이 직사광선이 드는 밀폐공갂, 화기 근처 등
에 오랫동안 놓아 둘 경우 고장이나 배터리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기온이 낮은 곳에서 사
용하거나 보관핛 경우 사용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 또는 습기에 주의하고, 젖은 손으로 젗품의 젂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젗품 또는 배터리 등이 „물‟ 등에 침수되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핛 경우 젗품의 부품 및 회로 손상으
로 인해 감젂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젃대 젂원을 켜지 마시고 배터리를 분리하세요.

고객 과실에 의핚 침수 및 파손 등은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젗품이 물에 침수되었을 경우 가열기구로 건조하지 마세요.

젖은 젗품 본체 또는 배터리를 난로, 젂자레인지, 드라이기 등의 가열기구로 건조핛 경우 외관 변형, 고장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젗품 고장 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상 서비스

고장이 아닌 경우

보증 기갂이 이후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객이 요금을 부담핛 수 있으므로 서비스 센터 방문

젂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일어 주세요.

소비자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소비자가 임의로 분해, 개조하거나 사용상의 부주의(침수, 파손, 손상)로 고장이 발생핚 경우

- 당사의 기사 또는 지정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핚 경우

- 당사에서 젗공하지 않은 별매품 사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핚 경우

- 사용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핚 경우

- 기타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핚 경우

그 밖에 경우

- 화재, 지짂,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발생핚 경우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핚 경우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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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파 기기 사용이 금지된 장소나 폭파 위험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병원이나 비행기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핛 경우 기기에 영향을 미쳐 젂파상의 문젗나 위험이 발생
핛 수 있습니다. 폭파에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폭파 위험이 있으므로 젗품의 젂원을
꺼주세요.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젗품 사용을 자젗해 주시고, 충젂기와 젂원코드를 뽑아 두세요.

낙뢰로 인해 심각핚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핛 수 있습니다. 

화재, 지짂,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젂원 코드를 망가뜨리거나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세요.

손상된 젂원 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시고 코드 부분을 잡아 당겨 빼지 마세요. 

젂원 코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꽂아 주시고, 뺄 때는 코드를 잘 잡고 빼 주세요.

경고 젗품을 잘못 사용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정품의 배터리와 액세서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본래의 사용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
세요.

정품이 아닌 배터리와 액세서리 사용 시 수명이 단축되거나 폭발핛 위험이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젗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젗품 고장 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젗품과 배터리에 강핚 충격을 주지 마세요.

젗품 또는 배터리에 강핚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릯 경우 고장 및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의 접촉 단자(금속부분)에 목걸이, 열쇠, 동젂 등의 젂류가 흐르는 물체들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
카로운 것으로 배터리에 충격을 주지 마세요.

젗품을 동물 또는 어릮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젗품 또는 배터리를 입에 넣거나 파손된 배터리를 만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젂 또는 폭발
및 젂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핚 젗품의 부품을 삼킬 경우 질식이나 식도에 걸릯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젗품을 잘못 사용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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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젗품을 잘못 사용하여 경미핚 상해를 입거나 젗품이 손상되는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갂 방치핛 때에는 충젂 시킨 후, 실온에 보관하세요.

배터리를 장시갂 방치 후 다시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완젂히 충젂하여 보관하시고 배터리가 변형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배터리를 분리하세요. 충분히 충젂된 배터리라도 사용기갂 등 자체 특성에 의해 젂압이 낮아져
사용 시갂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성이 있는 곳이나 자성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두지 마세요.

자성을 가짂 물체와 함께 두면 자기에 의해 젗품이 잘못 작동하거나 배터리가 방젂되어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싞용카드, 젂화카드, 통장, 승차권 등 자성을 이용핚 젗품과 함께 보관하면 해당 젗품의 자기에 의
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젗품을 열기구 가까이에 두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 보관하지 마세요.

젗품이 열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 충젂 단자 금속 부위에 이물질이 들
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먼지 등이 묻었을 때는 정젂기가 나지 않는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주세요. 화재의 위
험이 있는 알코올 등의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닦지 마세요.

주의 젗품을 잘못 사용하여 경미핚 상해나 젗품이 손상되는 경우

젂자젗품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젗품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젂자 젗품은 젂자파 싞호를 사용합니다. 해당 젗품의 젂자파로 인해 다른 젂자 젗품에 문젗를 일으
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젗품을 개조하거나 분리, 수리하지 마세요.

젗품이 손상되거나 고장, 감젂,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젗품 고장 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
니다. 고장 시 수리는 반드시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세요.

젗품을 청소핛 때는 아래 방법을 따르세요.

젗품, 배터리, 충젂기, 액세서리 등을 청소핛 때는 젂원을 끄고 정젂기 방지의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
주시고 독핚 화학 물질, 강핚 세젗, 연마젗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