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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의 사용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신 후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2. 본 제품은 휴대용 LTE 라우터로 LTE 신호를 WiFi로 변경하여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용 무선 공유기입니다.

본 제품의 사용을 위해서 KT 서비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화면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통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에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충전 시 반드시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지 않은 별매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수명이 단축 되거나 고장 난 경우에는 제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사용 전 확인 사항

1. 구성품 확인

Note

Note

설명서의 내용은(제품 구성 및 외관, 사양 등) 성능 향상 및 기타 사유로 개별 사용자의 

사전 동의 또는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각부분의 명칭

3. LED 표시

아크 LED(상태표시)

파 랑

빨 강

청 록

점등 크래들 이더넷 모드로 동작 중인 상태 (LTE OFF됨.)

약전계 (RSRP가 -125dBm 미만인 상태)

중전계 (RSRP가 -105dBm 미만인 상태)

강전계 (RSRP가 -105dBm 이상인 상태)

Attach 실패한 상태

USIM의 PIN이 설정된 상태에서 Verify되지 않은 상태

WiFi 동작 중인 상태

Firmware 업그레이드 중인 상태

USIM 미장착 상태

미 개통 USIM인 상태, USIM 개통 실패 상태

WiFi 접속 대기 중인 상태 (접속기기가 0인 상태)

LTE 네트워크 접속 중인 상태

전원이 꺼진 상태

전원이 꺼진 상태

잔량 60% ~ 100% 상태

잔량 30% ~ 59% 상태

충전중 잔량 30% ~ 59% 상태

잔량 5% ~ 29% 상태

잔량 1% ~ 4% 상태

충전중 잔량 60% ~ 100% 상태

전원 꺼진 상태

USIM 개통 진행 중인 상태

No Service 상태

점멸

점등

점멸

점등

점등

점멸

점등

점멸

점등

점멸

점멸

점등

점멸

점등

점멸

점등

점멸

점등

소등

소등

소등

보 라

점멸
노 랑

주 황

빨 강

녹 색

없 음

크래들을 충전용으로만 사용 중인 상태점등녹 색

크래들을 충전 및 WAN/ LAN으로 사용 중인 상태점등녹 색

흰 색

없 음

녹 색

없 음

상 태동작색상아이콘

4. 유심카드 장착 방법

5. 배터리 결합 및 충전 방법

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KT에서 제공하는 나노 유심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유심 카드의 IC 금속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 카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Note

배터리 커버를 닫을 시 반드시 그림과 같이 Micro USB 커넥터와 배터리 커버의
홈이 같은 위치에 일치 되도록 확인 후 닫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림과 같이 커넥터 방향을 확인 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는 배터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신 후 유심카드를 삽입 후  

그림과 같이 배터리 커넥터에 맞게 배터리를 체결 하고 배터리 커버를 닫으시면 됩니다.

충전 중 본 제품 측면의 배터리 LED는 점멸되며 배터리 LED가 녹색 점등되면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Note

제품 출하 시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되므로 충분히 충전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차량에서의 충전 등 고온에서의 충전은 배터리 발화, 발열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오니 차량에서의 
충전은 금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사용상태 등에 따라 충분히 충전해도 사용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졌을 때는 
배터리를 교환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용 충전기 또는 크래들을 사용하여 배터리 충전을 하기 바랍니다. 차량용 충전기를 포함한 
타사 충전기 사용시 배터리 및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된 Micro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하여 충전할 경우 전용충전기를 이용할 때 보다 충전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본 제품을 사용하면서 충전 시, 사용환경에 따라 충전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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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들을 이용하여 충전을 하는 경우 크래들에 전원을 연결 후 본 제품을 크래들에 장착하면 
충전이 됩니다.

전원 켜기

전원 끄기

- 전원버튼을 5초간 길게 누르시면 전면의 아크 LED가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 본 제품의 아크 LED가 흰색 점등이 끝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원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시면 본 제품의 전원이 꺼집니다.

    무선 네트워크 연결 항목에 검색되는 리스트 중 [KtEgg_xxxx]를 선택한 뒤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xxxx는 각 단말기의 고유한 일련번호이며,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숫자는 예시입니다.)

본 제품 뒷면의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고 제품 안쪽의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KEY]값을 ‘네트워크 보안 키’ 입력 창에 입력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을 선택합니다.

1. WiFi 연결

7. 네트워크 연결

6. 전원 켜기 및 끄기

연결이 완료된 후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방법

1. WAN 으로 사용하기 

    설정하기

Web CM > 네트워크 설정 > 크래들 네트워크 설정 에서 사용여부를 “WAN”으로 설정 후 
“저장”을 클릭 >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재부팅 후 WAN으로 동작 시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표시 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유선 이더넷 선을 크래들에 연결하시면 LTE가 아닌 유선 이더넷을 
이용한 WiFi무선 공유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WAN으로 사용 시 LTE 데이터는 소진 되지 않습니다.

    크래들을 WAN(LAN)으로 사용 시 크래들 뒤에 있는 스위치를 반드시 번개/AP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크래들의 이더넷 커넥터와 PC를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연결방법

2. LAN 으로 사용하기 

재부팅 후 본 제품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 후 자동으로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반드시 사용하시는 PC의 OS에 맞게 Web CM에서 선택하셔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Web CM 접속 방법은 아래 Web CM 접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공장출하상태에서는 USB 테더링 기능이 “Windows OS”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ac OS등 사용하시려는 PC의 OS를 변경 시 Web CM > 시스템 관리 > USB 테더링 > 
사용여부에서 사용하시는 PC의 OS를 선택하신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단말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8. USB 테더링 연결

Note

보안상의 문제로 공장 출하 시 제공되는 무선 네트워크 보안 키(KEY)값은 Web CM에서

반드시 변경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WiFi를 지원하는 단말기 중 본 제품이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KEY 값을 입력한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1522-9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ote

[PC에서 접속 시 화면][스마트폰에서 접속 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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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본체] [크래들] [배터리]

[USB 젠더]

[충전기]

[케이블]

[매뉴얼]

아이언맨 로고

전원 버튼 배터리 LED

WiFi LED

크래들 LED

메인 세트
연결 커넥터

USIM

Micro USB 이더넷 커넥터 5V 전원 커넥터충전/ AP 스위치

본 세트에 구성되어 있는 크래들을 이용하여 본 제품과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PC등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LAN으로 사용하기), 가정이나 사무실의 유선 

이더넷을 이용하여 본 제품을 무선 공유기로 사용(WAN으로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9. 크래들 사용하기

WAN

Serial 0000001

IMEI 351563025000003

MAC 01020304A0F0 (LTE)
MAC 01020304A0F1 (HOTSPOT)

SSID: ktEgg_A0F1
KEY: 00000001

인증번호: R-CMM-N1R-SMR-100K
인증자상호: (주)에스모바일

AS 문의: 1522-9260 

제조년월:  201806

모델명: SMR-100K
제조사: (주)에스모바일
제조국: 대한민국
입력: 5V / 2A
출력: 5V / 0.5A



WAN또는 LAN설정 변경 및 본 제품을 크래들에서 분리 시 본 제품은 반드시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충전용으로만 사용 시 크래들 뒤쪽에 있는 스위치를 (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시 크래들의 (    )LED만 켜짐)

크래들의 MicroUSB 커넥터를 이용하여 USB테더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될 경우

본 제품의 전원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 제품의 LED가 안 켜지면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아크 LED가 적색 점등하는 경우, 음영 지역이므로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아크 LED가 적색 점멸하는 경우, 신호권 이탈지역이므로 이동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LTE 접속 실패로 재부팅 후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본 제품을 연결된 기기에서 분리한 후 다시 장착 및 부팅하여 연결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제품을 초기화 진행 후 재 연결 합니다.

본 제품의 초기화 방법은 아래 “제품 초기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실행했지만 연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아크 LED가 청록색 점멸하는 경우,충전 및 WAN(또는 LAN)으로 사용 시 크래들 뒤쪽에 있는 스위치를 (    )/AP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설정 시 크래들의 (    )LED 와 (     )LED 동시에 켜짐)

Note

정상적인 Web CM 접속을 위하여 IP 주소 설정은 자동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수동으로 설정된 경우 정상적인 Web CM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 창에 192.168.1.1을 
입력합니다.

Windows 보안 창에 사용자 이름은 user, 암호는 
본 제품의 WiFi 암호 (KEY값)를 입력합니다.

Note

    설정하기

Web CM > 네트워크 설정 > 크래들 네트워크 설정 에서 사용여부를 “LAN”으로 설정 후

“저장”을 클릭 >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재부팅 후 LAN으로 동작 시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표시 됩니다.

1, Web CM 연결

기기가 켜진 상태에서, 제품 앞 LED가
빨간색으로 될 때 까지 약 10여초 
누르면 됩니다.

11. 제품 초기화 방법

사용자의 기기의 OS에 맞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넥스프링"을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CM과 같이 기기의 설정 및 제어를 간편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본 제품의 설정 변경 및 

상태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전용 모바일 앱 사용법

-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PC 또는 노트북에서 WiFi 재 검색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노트북으로 WiFi를 검색하면 KtEgg_xxxx라는 이름(SSID)이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WiFi가 지원되는 PC, 노트북 또는 휴대용 기기를 사용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품의 
  SSID를 변경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에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 보조배터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품으로 제공 하는 젠더를 본 제품에 연결한 후 일반 USB 케이블 (USB A to Micro USB)을 

이용하여 다른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젠더 또는 아이폰 전용케이블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보조 배터리 기능

본 제품은 내장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방식의 Web CM을 이용하여 WiFi, LTE, WAN(또는 LAN)등의

시스템 설정을 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Web CM은 노트북, 데스크탑 PC,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LTE 네트워크 

연결 없이 WiFi 연결 또는 USB 테더링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WiFi 암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제품 초기화를 실행하여 제품을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 후 기본 

제공되는 WiFi 암호 (KEY값)를 입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사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초기화를 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10. WEB CM 연결 및 문제 해결방법

제품의 WiFi SSID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본 제품의 배터리 잔량이 일정부분 이하일 경우 보조 배터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완전 방전된 기기 또는 일부 태블릿을 충전하시는 경우 본 제품의 전원이 꺼질 수 있습니다. 

Note

- 재 부팅한 후에도 WiFi 접속이 안되면 WiFi 신호가 많아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WiFi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지역일 수 있으므로 사용 장소를 이동하여 재 접속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재부팅 후 WiFi 접속을 다시 시도합니다.

- 제품의 KEY 값을 다시 확인하신 후 재 접속을 시도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삭제 후 재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판>네트워크 및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관리” 메뉴에서 해당 무선 네트워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7 기준)

SSID 검색은 되지만 WiFi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사용 장소를 이동한 후에도 WiFi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설정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모든 사항을 시도했으나 WiFi 연결이 되지 않으면 A/S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사 고객센터 (1522-92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iFi 연결은 되지만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 본 제품의 아크 LED 표시가 적색 점멸로 표시되고 있으면 신호권 이탈상태이오니 
  이동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의 아크 LED 표시가 적색 점등으로 표시되고 있으면 수신 신호 음영 지역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많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WIPS (무선랜 침입방지 시스템)로 WiF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장소에서는 본 제품의 USB 테더링 기능 또는 크래들을
이용한 이더넷 기능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Note

- 위 모든 사항을 시도했으나 SSID 이름이 안보이면 A/S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사 고객센터 (1522-92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장소를 이동한 후에도 SSID 이름이 안보이면 설정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부팅한 후에도 SSID 이름이 안보이면 WiFi 신호가 많아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WiFi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지역일 수 있으므로 사용 장소를 이동하여 재 접속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WiFi 재검색으로도 SSID 이름이 안보이면 본 제품을 재 부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국내에서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호상태나 전송 속도는 건물 구조나 재질, 가구배치, 사용자의 이동속도 등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전파상태가 일정상태 이상 악화되면 갑자기 통신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 전파상태가 좋은 장소에서도 통신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6. 항공기 내 및 병원 등 전자기기 사용 불가 지역에서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용 시 

   다른 기기와의 전파 간섭이나 환경에 따라 이상 동작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임의로 분리,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고장 시 수리는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십시오. 임의로 분리, 

   수리, 개조하였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용 중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파손 및 제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천둥 번개가 심할 때는 본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낙뢰로 인한 심각한 상해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물 주위에서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 또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과의 접촉, 침수 또는 과도한 습기에 의해 기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위 상황 이외에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설정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을 고온, 저온, 다습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본 제품은 적정온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곳에서는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적정온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온도 0도 ~ +40도). 

- 설정 초기화 후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A/S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사 고객센터 (1522-92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의 아크 LED 표시가 노란색 점등이면 유심 카드의 PIN이 설정된 상황에서 정확한
  PIN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Web CM에서 정확한 PIN을 입력하신 후 재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IN 코드 기본값은 0000 이며 사용자가 변경한 경우 변경된 PIN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본 제품의 아크 LED 표시가 흰색 점등이면 정상인 상태입니다.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하여 네트워크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사용 제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나 사고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6. 사용시 주의사항

15. 본 제품에 금속제나 타기 쉬운 물질(물품) 등의 이물을 꽂지 마십시오. 만일 내부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 바로 본 제품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계속하면 화재나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1. 배터리에 못으로 구멍을 뚫거나, 배터리를 망치로 치거나, 애완견이 물어뜯거나, 주머니에 넣고 

   깔고 앉거나, 발로 밟거나 하는 것처럼 배터리에 강한 충격과 압력이나 힘을 주면 안됩니다. 

2. 배터리를 동전, 열쇠, 목걸이, 머리핀, 클립 또는 기타 금속 물체와 함께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동전과 함께 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4. 만일 본 제품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본 제품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계속하면 화재나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13. 어린아이가 배터리를 입 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질식 우려가 있습니다.

12. 배터리 단자의 합선, 불 속이나 물속에 투입, 분해, 개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11. 충전 시에는 제품 구입 시 제공된 전용 충전기 이외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0. 본 제품의 무선통신을 사용함에 있어 인체에 의한 전파 간섭 및 전파 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cm 이상 이격 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본 제품 사용 시 장소에 따라 LTE, WiFi 수신율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8. 어린이, 애완동물이 본 제품을 빨거나 물어뜯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말이 손상 될 수 있고, 

   만약 먹는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직사광선이 드는 곳과 밀폐된 곳,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제품 표면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 배터리 액이 누출되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눈을 비비면 안됩니다. 물로 잘 씻고 즉시 병원에 
   가야하며, 치료하지 않은 채로 두면 배터리 액 때문에 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사용, 충전 또는 보관 중인 배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배터리가 매우 뜨거워지거나, 
   색 또는 모양이 변하거나, 기타 평소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 배터리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5.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변형하지 않아야 하며, 배터리에 들어 있는 안전 및 보호 장치가 손상되면 
   배터리가 가열되거나, 폭발하거나, 불 붙을 수 있습니다.

4. 배터리에 직접 납땜을 하거나 물 또는 바닷물에 넣거나 젖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배터리를 소각하거나 가열하지 않아야 하고, 철사 같은 금속 물체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서로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17. 배터리 사용의 주의사항

제품사양

사용 주파수 Band 3 / Band 8

3GPP E-UTRA Release 9 Category 4

규격: IEEE 802.11b/g/n

본체 충전 (Input) : 5V / 2A

보조배터리 (Output) : 5V / 0.5A

주파수: 2.4GHz

SMR-100K

(주)에스모바일

(주)에스모바일 / 대한민국

LTE

WiFi

전원

사용환경

제품사이즈 및 무게

나노유심

Φ89 X 18.4 / 132g

Li-ion 3.8V 4,000mAh 착탈식

동작온도 : -10 C ~+50 C / 사용습도 5 ~90%

유심

배터리

모델명

LTE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

본   체 : R-CMM-N1R-SMR-100K

크래들 : R-CMM-N1R-SMR-100KC

기자재 명칭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

제조자/제조국가

ITEM SPECIFICATION

품질보증서

-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낙하, 침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

1, 무상 서비스 구입 후 1년 (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만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간이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A/S 정보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

- 지정된 전압 이외의 부적절한 전원 연결로 인한 고장.

- 당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별매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 당사의 기술자가 아닌 자의 임의 수리 및 분해로 인한 고장.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연락처 : 1522-926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9-13, 이현빌딩 5층

고객 서비스 센터

연락처 : [모바일] 휴대폰+114(무료), 1588-0010(유료)  

홈페이지 : www.kt.com

[인터넷/TV/전화] 유선전화(국번없이) 100, 휴대폰(지역번호)+100 

KT 고객센터(신규 가입, 해제, 변경, 요금 및 제품 등록 안내) 

모델명 SMR-100K

1년

제조번호 구입일

전화번호

보증기간

구입처주소

고 객

구입처

담당자

성  명

주  소

제조사

고객센터

(주)에스모바일 www.smobile.kr

제품 판매 시 상기 고객, 구매처, 구입일 등을 필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앱 다운로드

ㅇ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