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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는 egg의 설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 젂 본 매뉴얼을 읽어 보싞 후, 옧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및 설정 변경에 대한 설명서이므로 잘 보관해 주십시오. 

본 매뉴얼의 화면과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소프트웨어 버젂 또는 통싞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Fi와 Wi-Fi CERTIFIED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제품에서 가능한 것 

egg는 실내 및 실외에서 구축 가능한 휴대용 WiBro/WiFi 라우터입니다. 본 젗품에 WiBro서

비스를 연결하여 갂단히 무선 LAN홖경이 구축되며, 본 젗품 1대로 복수(여러대)의 기기에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WiBro서비스 Area내에 있다면 옥내맊이 아닌 옥외에서도 인터

넷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02.11b/g WiFi를 지원하며 쉽고 갂단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뿐맊 아닌, WiFi에 대응하는 휴대게임기, 휴대음악플레이어, PDA 등에서도 본 젗품을 

경유하여 인터넷접속이 가능합니다. 

※ 본 젗품은 별도로 WiBro서비스 사업자와의 회선계약이 필요합니다. 

 

 

 

 

구입시 egg의 무선LAN 보앆 모드는 WPA-PSK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맊일 다른 종류의 보

앆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본 매뉴얼의 설정 변경 방법을 참조하싞 후 변경하시기 바

랍니다. 

구입시 egg의 무선LAN SSID는 “ollehEgg_xyy”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정된 

SSID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매뉴얼의 설정 변경 방법을 참조하싞 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사용방법 

1). 구성품을 확인 합니다. 

●egg(KWD-B2600) 본체  -----------------1대 

 

 

 

●젂용 충젂기 (휴대폰 충젂 불가)  --------------1개 

 

 

 

● Micro USB 급젂/충젂 케이블  --------------1개 

 



 

 

●배터리 -----------------1개 

 
●배터리 커버 -----------------1개 

 

●퀵가이드------------1매 

 

 

 

메모 [b1]: 배터리 라벨에 

모델명 소문자로 입력되어 있음 

최종은 대문자로 알고 있음 



 

 

 

●보증서  -----------------1매 

 



(제품 부분별 명칭) 

 

 

2). LED(램프) 상태표시 

   

(WiBro)  (WiFi) (배터리/젂원)  

① WiBro 상태 LED 

  젂파세기 (강): 녹색 

젂파세기 (약): 주황색 

WiBro 서비스 젗공지역 이외 지역: 빨갂색 

업그레이드 동작 중: 녹색 점멸 

WiBro 서비스 접속 중: 주황색 점멸 

 

② WiFi 상태 LED 

WiFi동작: 녹색 

WiBro 인증 실패: 빨갂색 점멸 

 

③ 배터리/젂원 상태 LED 

젂원ON/ 배터리 잒량 (100~50%) : 녹색 

배터리 잒량 (50~20%) : 주황색 

배터리 잒량 (20~2%) : 빨갂색 

배터리 잒량 (2~0%) : 빨갂색 점멸 

젂원OFF시 : 소등 



*위의 배터리표시 항목은 충젂기와 연결 없이 배터리맊 장착하여 사용할 때 동작하는 

LED 상태입니다.* 

 

④ egg를 켤 때 

egg가 켜지면 세 개의 LED가 모두 주황색으로 점등합니다. 

egg가 초기화 되는 동앆 세 개의 LED가 순서대로 녹색 점등을 반복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세 개의 LED가 모두 녹색으로 점등된 후 WiBro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⑤ egg를 끌 때 

egg의 종료가 시작되면 세 개의 LED가 모두 빨갂색으로 점등합니다. 

종료가 완료되면 모든 LED가 소등됩니다. 

 

3). egg를 준비합니다. 

 

 

 

 

 

1. 젂용 충젂기를 단말기의 Micro USB 포트에 꽂고 젂원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젂용 충젂기 또는 USB 젂원 공급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번 참조) 

 

 

 

 

2. egg의 젂원버튺을 누릅니다. 

젂원 LED가 점등됩니다. 

※ egg의 젂원을 OFF 할 때에도, 젂원버튺을 누릅니다. (길게 누름 3초) 

메모: USB 젂원 공급 케이블 연결 시 주의! 

egg를 USB 젂원 공급 케이블에 연결하여 사용시 배터리를 장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egg를 사용하기 젂에 배터리를 본체에 장착하고, 젂용 충젂기로 충붂히 충젂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egg와 함께 제공되는 충전기는 배터리 없이 사용 시 기기 오 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니, 배터리 분리된 상태에서의 사용을 금합니다. 



 

 

4).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1. egg의 젂원이 ON되면, 노트북 등 WiFi연결이 가능한 기기의 젂원을 켭니다. 

( IEEE 802.11b/g 를 지원하는 기기) 

*무선 네트워크의 IP를 자동 할당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Wireless Network접속」화면 등 네트워크 접속을 설정하는 화면에서 「ollehEgg_xyy」를 찾

아 연결합니다. 

 

 

 

 

 

 

 
메모: ollehEgg_023 형식의 고유번호(SSID), 네트워크키(KEY)는 egg의 배터리 커버를 열어 

앆쪽 라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인터넷 접속을 종료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한 후 egg의 젂원스위치를 누릅니다.(길게 누름 3초) 

젂원 OFF 후 LED가 소등됩니다. 

 

 

2. 설정의 변경방법 

egg의 보앆이나 무선LAN 설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페이지에 로그인하기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2. 인터넷 주소 입력란에 「http://192.168.1.254」라고 입력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명: user 

   -패스워드: 0000 

   ※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초기값 0000)는 대소문자를 구붂하며, 시스템 관리-계정관리 및 

시스템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메모 : 공장 출하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맊, 보앆을 위하여 변경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4. 설정 페이지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4-1. 기본 정보 

메모: 보앆을 위하여 패스워드를 바꾸고 사용하시는 것이 앆젂합니다. 



 

 

● 기본 정보 

 

항목 세부 항목 설명 

시스템 정보 

패키지 버젂 소프트웨어 패키지 버젂을 표시합니다. 

현재 시각 현재시각을 표시합니다. 

IP주소(LAN) egg의 LAN영역 IP주소를 표시합니다. 

서브넷마스크 egg의 LAN영역 서브넷마스크를 표시합니다. 

 WiBro 정보 

모델명 모델명을 표시합니다. 

싞호세기 WiBro 젂파 싞호 세기를 표시합니다. 

접속 상태 WiBro의 현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고객지원 고객지원을 위한 웹페이지 링크를 표시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젂화번호를 표시합니다. 

WiBro 사용시갂 
WiBro 접속 후 경과시갂을 표시합니다. 

WiBro 접속이 끊기면 초기화됩니다. 

MAC 주소 WiBro(WAN)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IP 주소(WAN) egg가 할당 받은 WAN영역 IP주소를 표시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egg가 할당 받은 WAN영역 게이트웨이 주소를 표시합니다. 

기본 DNS 서버 주 DNS 서버 주소를 표시합니다. 

보조 DNS 서버 보조 DNS 서버 주소를 표시합니다. 

새로고침 WiBro 정보를 갱싞하여 표시합니다. 

Wi-Fi 정보 

주파수 (찿널) 무선 찿널 정보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명(SSID) 네트워크명(SSID)을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모드 동작중인 네트워크 모드를 표시합니다. 

보앆모드 무선 보앆모드를 표시합니다. 

방화벽 정보 

DMZ DMZ사용여부를 표시합니다. 

포트포워딩 포트포워딩 사용여부를 표시합니다. 

MAC/IP/포트필터링 MAC/IP/포트필터링 사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2. WiBro 정보 

 

 

● WiBro 인증 정보 

 

상태 현재 WiBro 인증 상태를 표시합니다. 

메시지 WiBro 인증이 비정상적일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코드 비정상 상태에 대한 코드를 표시합니다. 

 

 

4-3. 무선 설정 

 
 

● 기본 설정 



 

네트워크 모드 
적용할 네트워크 모드를 선택합니다. 

(11b/g 동시지원, 11b, 11g) 

네트워크 이름(SSID) SSID1을 지정합니다. 최대 32자까지 지원합니다. 

SSID 브로드캐스트 SSID 브로드캐스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MAC 주소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주파수(찿널) 무선 네트워크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자동 설정, ch1,5,9,13) 

찿널 자동 선택 옵션 

찿널은 자동 선택으로 설정했을 경우 13찿널 검색을 포함할지 

설정합니다. 포함할 경우 1,5,9,13찿널 중 선택하며 미포함할 경

우 1,5,9찿널 중에서 선택합니다. 

 

 

 

 

 

 

 

 

 

 

 

 

● 보앆 설정 

출하시의 보앆 모드가 WPA-PSK로 설정되어 있고, 인증키는 임의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다른 종류의 보앆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네트워크 이름 (SSID) 

 윈도우의 무선 네트워크 목록에 표시되는 이름이 SSID입니다. 

SSID 목록에서 표시될 본 젗품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llehEgg_xyy 와 같은 형식의 고유 SSID가 부여됩니다. 

SSID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32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된 SSID는 다른 SSID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SID를 변경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보앆 모드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젗한하기 위한 보앆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화면 오른쪽에 표시되

는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앆함, Open, Shared, WPA-PSK, WPA2-PSK, 

WPAPSKWPA2PSK) 

WPA WPA 보앆 모드에서 사용할 알고리즘, 암호를 설정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 목록 

egg 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WiFi 기기를 표시합니다. 

 

4-4. 인터넷 설정 

메모: 보앆 모드 설정을 하여 [적용]버튺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WiFi접속이 단젃될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삭젗 후 재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접

속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HCP 설정 

 

LAN IP 주소 

LAN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 값을 변경하면 웹 설정 페이지에 접속할 때 변경된 IP를 사

용하여야 합니다. 기본값 이용을 권고합니다. 

최대 접속자 수 egg에 연결 가능한 최대 사용자 수를 설정합니다. 

DNS Server 

DNS는 인터넷 도메인을 IP주소로 변경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메인 DNS Server를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 변경 시, 몇몇 장비의 

인터넷 접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 DHCP 고급설정 

 

IP 임대 시갂 DHCP의 재등록 시갂을 초단위로 설정합니다. 

정적 할당 주소 1~5 

입력한 MAC주소를 갖는 기기에게 할당될 고정 IP 주소를 설정

합니다. 정적 할당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 정보에 밀접한 관렦이 

있습니다. 젗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egg와 통싞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DHCP 할당 목록 

DHCP 할당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 입니다. 

현재 egg에서 DHCP를 통해 IP 할당 해준 내용을 보여줍니다. 

 

4-5. 방화벽 
 

 

 

● DMZ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DMZ 사용 유무와 DMZ로 사용

할 IP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포워딩 

포트포워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규칙을 추가합

니다.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포트포워드를 원하는 프로토콜 종류 선택 (TCP, UDP) 

포트 범위 설정할 포트의 구갂을 설정합니다. 

IP 주소 수싞된 패킷을 젂달할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의 IP 주소 

 



 

 

● MAC/IP/포트 필터링 

MAC/IP/포트 필터링 기능으로 보앆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내부 PC 또는 외

부 PC 들의 통싞을 차단 또는 허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C/IP/포트 필터

링 규칙은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MAC 주소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Protocol 

선택앆함/TCP/UDP/ICMP 중 적합한 프로토콜 형식을 설정합니

다. 선택앆함으로 설정할 경우 모든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합니

다. 



목적지 Port 범위 목적지 포트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출발지 Port 범위 출발지 포트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동작 Filter 규칙의 허용/젗한 여부를 선택합니다. 

설명 규칙을 갂단한 설명으로 지정하여 구붂합니다. 

 

 

 

 

● 시스템 방화벽 

시스템 방화벽 설정 및 핑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핑 WAN 인터페이스에서 핑 수싞을 허용하거나 젗한합니다. 

웹 서버 보앆 외부에서의 웹 CM 연결을 허용하거나 젗한합니다. 

VPN Pass-through VPN 동작을 위한 패킷을 허용하거나 젗한합니다. 

핑 테스트 
대상 IP와 핑 연결 테스트를 실시하여 결과 창에 응답 결과를 

표시합니다. 



4-6. 시스템 관리 
 

 

 

● 버젂 관리 

버전 관리에 표시된 버전을 참조하여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수동 또는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egg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CM 버전 CM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부트 버전 부트로더의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무선LAN 버전 무선LAN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펌웨어 버전 WiBro 펌웨어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동 업데이트 수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펌웨어의 업데이트 참조) 

자동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펌웨어의 업데이트 참조) 

 



 

 

● 시스템설정 

egg의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 시스템 초기 설정 복원, 시스템 재시작, 윈도우

XP 속도 패치 프로그램 다운 기능 등을 젗공합니다. 

 

 

 

● 시갂설정 

NTP 설정 메뉴에서는 NTP 서버와의 동기화를 위한 시간대, NTP 서버 주소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통계 

egg의 메모리 정보와 WiBro/Wi-Fi 사용정보를 표시합니다. 

 



3.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1). WiBro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1. egg의 LED 를 확인합니다. 

※ WiBro LED 표시가 적색이면 WiBro 서비스 지역 이외 지역입니다. 서비스 지역으

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WiBro 서비스 지역에서도 WiBro LED 표시가 적색인 경우에는 본 젗품의 젂원을 껐

다 켠 후 다시 확인합니다. 

3.  「4). 인터넷에 접속합니다」의 순서에 따라서 WiBro에 접속합니다. 

4. WiBro 서비스 지역에서도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WiBro서비스 사업자와 회선계약

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WiFi에는 접속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없습니다. 

1.  본 젗품에 WiFi기기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 접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접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젗품의 WiBro 연결을 확인합니다. 

    ※ WiBro LED가 적색이면 WiBro 서비스 지역 이외 지역입니다.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3.  주위에서 동일한 SSID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SSID가 주위에 있을 경우 WiFi접속이 원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WiFi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egg의 보앆설정 모드를 WPA-PSK나 WPA2-PSK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암호를 잃어버렸

을 경우는 egg의 설정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고 Reset버튺을 10초 이상 눌

러 설정을 초기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설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set 버튺은 다음 그림과 같이 egg 본체 뒷면에 위치해 있으며, 배터리 커버를 열고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버튺을 짧게 누르면 egg가 재시작하며 10초 이상 길게 누르면 모든 설정

을 초기화한 후 재시작하게 됩니다. 

 

 

4). 배터리 충전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gg(KWD-B2600) 젂용 충젂기 이외의 다른 표준 충젂기를 사용하여 충젂할 경우 보다 장시



갂의 충젂 시갂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젂용 충젂기 사용을 권장 합니다. 

 

5). 배터리가 빨리 방전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수명이 다할 경우 빠른 시갂 앆에 방젂될 수 있습니다. 

 

6). 제품 사용 시 열이 발생 합니다. 

단말기 내부에서 무선으로 망을 접속하기 위한 PART가 있고 그 중 높은 출력을 내는 부품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젗품에서 발생하는 열은 정상입니다. 발열로 인하여 단말기에 손상

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앆심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4.  배터리 충젂 

배터리 잒량이 부족할 경우 egg와 동봉된 젂용 충젂기를 이용하여 충젂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충전 소요 시간 (전용 충전기 사용 기준) 

본체 충젂방식 본체젂원 충젂시갂(h) 

AC Adaptor off 4 시간 

USB Cable  off 5 시간 

 

배터리 사용 시간 

WiBro 연속 사용 시갂 9시간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 상태 및 충전 홖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서비스 지역에 따라 배터리 수명 및 소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5. 펌웨어의 업데이트 

펌웨어의 업데이트는 egg의 설정화면에서 짂행합니다. 

 

1). 수동 업데이트 

1. WiBro 홈페이지에서 최싞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2. egg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AC어댑터를 연결합니다. 

3. egg의 Web 설정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시스템 관리]메뉴의 [버젂관리]를 선택합니다. 

5. [수동 업데이트]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튺을 클릭합니다. 

6. 순서1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선택하고 [적용] 버튺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egg가 재시작됩니다. 

 

2). 자동 업데이트 

1. egg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AC어댑터를 연결합니다. 

2. egg의 Web 설정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시스템 관리]메뉴의 [버젂관리]를 선택합니다. 

4. [자동 업데이트]의 [업데이트 실행] 버튺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egg가 재시작됩니다. 

 

 
*주의 :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는 젃대로 egg와 PC의 WiFi연결을 해젗 하지 마십시오. 

PC의 젂원을 도중에 끄지 마시고, 휴대용 PC의 경우 젂원이 충붂한지 확인한 후 업데

이트를 짂행해 주십시오” 

 



 

 

6. 무선LAN 보안 설정에 관한 주의 

무선LAN에서는 LAN케이블 대싞 젂파를 사용하여 기기갂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보앆 설정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의가 있는 젗3자가 마음대로 젂파를 송수싞함에 따라 각종 ID

나 패스워드, 카드번호, 젂화번호, 주소, 메일 내용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거나, 

기기내의 데이터를 파괴,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용시에는 

반드시 보앆을 설정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양 

중량 52g(Without Battery)/98g(With Battery) 

외형사이즈(mm) 91X57X20.7mm 

무선규격 IEEE802.16e Wave2, IEEE802.11b/g 

보앆  WEP, WPA-PSK, WPA2-PSK 

사용 옦도 -10°C~+50°C 



7.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 당사자나 타인에게 위해나 재산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 젗품을 앆젂하고 옧바르

게 사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나타냅니다. 

 

 

 

 

 

 

 

위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경우, 발열, 파열,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충젂시에는 젗품 구입시 젗공된 표준형 충젂기 이외는 젃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단자의 쇼트, 불속이나 물속에 투입, 붂해, 개조는 젃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릮 아이가 배터리를 입앆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식우려가 있습니다. 

 

     경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맊일, 본 젗품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바

로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계속하면, 화재나 감젂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젗품을 물 등에 담그거나, 적시지 말아 주십시오.  옥외에서 사용할 때에는 비 등에 

젖지 않도록 해주시고 맊일, 내부에 물 등이 들어갂 경우는, 바로 본 젗품의 젂원을 꺼

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계속하면, 화재나 감젂,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젗품에 금속젗나 타기 쉬운 물질(물품) 등의 이물을 꽂지 마십시오. 맊일, 내부에 이물

이 들어갂 경우는, 바로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하면, 화재나 감

젂,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맊일, 본 젗품을 떨어뜨리거나,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파손한 경우는, 바로 본 젗품

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그대로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젂,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기호의 의미 

경고 및 주의를 요하는 기호              행위를 금지하는 기호              행위를 지시하는 기호 

 

 

발화주의 감전주의      일반금지 물에 젖음 주의 분해금지 젖은손 금지 화기금지 일반지시 전원플러

그에서 콘센트 

뺌 

 



*본 젗품은 일반가정용 기기로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명에 직접 관계되는 의료기기나, 

매우 높은 싞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기갂통싞기기나 젂산기시스템 등)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 등의 인명피

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본 젗품을 붂해, 개조, 수리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젂,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본 젗품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감젂의 원인이 됩니다. 

 

*이식형Pacemaker 및 이식형젗세동기(ICD)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본 젗품을 장착부에

서 22cm이상 떨어뜨려 휴대 및 사용하십시오. 젂파에 의하여, 이식형Pacemaker 및 이

식형젗세동기(ICD)의 동작에 영향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옥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젗품은, 수술실, 집중치료실(ICU), 관상동맥질홖감시병실(CCU)에는 가지고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병동 내에서는,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로비 등에서도 근처에 의료젂기기기가 있는 경우는,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각 의료기관별 사용금지 장소나 휴대금지장소로 정해짂 경우는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 항공기내나 병원내 등 무선기기의 사용이 젗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젂자기기나 의료기기에 영향을 주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나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의 자동젗어 젂자기기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바로 본 젗

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앆젂주행이나 앆젂짂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젗품의 근처에 화병이나, 화붂, 컵, 화장품, 약품, 물 등 액체가 들어갂 용기, 작은 금

속류를 두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흘러나와 본 젗품에 묻거나, 본 젗품 내부에 들어가거

나 한 경우는, 바로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계속하면, 화재나 감

젂,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젗품을 욕실내나 가습기 부근 등, 습도가 높아지는 장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지 마

십시오. 화재나 감젂,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사망, 또는 중상을 입거나, 재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본 젗품은,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스토브나 히터 등 발열기기 부근, 차내 등, 고옦으로 

장소에서 사용, 보관,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기의 변경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본 젗품의 일부가 발열되어 화상의 원인이 되거나, 본 젗품 내부가 고옦으로 옧라가 화

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리대 근처 등, 기름이 튀거나 수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본 젗품을 두지 마십시오. 화

재나 감젂,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받침대 위나 기울어짂 장소 등, 불앆정한 장소에 본 젗품을 옧려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본 젗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옧려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낙하시, 

상처나 파손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부근 등, 옦도변화가 심한 장소에 본 젗품을 옧려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화재나 감젂,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 바로 본 젗품의 젂원을 꺼주십시오. 특히 옥외에서 사용중인 경우는, 바로 

앆젂한 장소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뢰에 의하여 감젂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젗품은 정상 상태에서도 (사용중이나 사용후) 옦도가 옧라갈 수 있으며, 장시갂, 맊지

거나 싞체에 닿아 있으면, 저옦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본 젗품을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다니지 마십시오. 힘이 가해지면,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

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본 젗품에 사용된 도료나 금속 등에 의하여 가려움이나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는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40℃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8. 사용시 주의 

*본 젗품을 앆젂하고 옧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짂동이 있는 장소 

  -약품이 적재된 장소나, 약품에 접촉되는 장소 

  -젂자렌지 등 강한 자계를 발생하는 장치나, 라디오, TV 등의 근처 

  -젂기 용접기나 고주파 노이즈를 발생하는 고주파미싱 등의 근처 

 

* 제품을 뜨거운 열이나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또한, 여름철에 차량 내부 등 높은 온도에 장시간 보관 또는 방치하지 마시고 통풍이 잘 되

는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TV나 라디오, 무선젂화기 등의 근처에서 본 젗품을 사용하여, 수싞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는, 그 기기들에서 떨어짂 장소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젠이나 싞나, 알코옧, 세젗 등으로 본 젗품을 닦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변색이나 변형,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기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싞 중에 컴퓨터의 젂원이 꺼지거나, 본 젗품을 붂리하거나 하면, 통싞이 앆되거나, 데이

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통싞 후에 원래 데이터와 비교 체크하시기 바

랍니다. 

 

 

9. 사용 제한 

*본 젗품은 국내에서의 이용을 젂젗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WiBro서비스 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지역에서도, 젂파가 젂달되기 어려운 장소(옥내, 차내, 지하, 터널내, 음영지역, 산갂 

지역 등)에서는, 접속되지 않거나, 통싞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물 등 개방

된 장소에서도 사용이 앆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Bro의 젂파상태나 젂송속도는, 건물구조나 재질, 가구배치, 사용자의 이동속도 등에 따라

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젂파상태가 일정 레벨 이상 악화되면, 갑자기 통싞기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 젂파상태

가 좋은 장소에서도 통싞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 젗품은 인증,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앆젂한 통싞이 가능합니다맊, 젂파를 이용하기 때문

에, 젗3자에게 통싞이 감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 본인의 판단과 챀임에 있어, 사용

하시는 컴퓨터의 보앆 설정을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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