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립모드기능이 있어 10초 정도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액정이 꺼집니다.
전원버튼이나 메뉴버튼을 짧게 누르면 복귀(화면이 점등)합니다.
전원을 ON으로 한 후, 전파를 잡을 때까지 3~5분 정도 시간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No

명칭

상세

①

전원버튼

3초 정도 길게 누르면 ON/OFF조작이 가능합니다.

②

메뉴버튼

메뉴이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③

충전용 커넥터

충전 시, 케이블(Micro USB측)을 접속합니다.

④

전파강도

전파강도는 1~4단계로 안테나가 표시됩니다.
안테나수가 많을수록 전파가 강합니다.

⑤

네트워크종류

⑥

인터넷 접속

⑦

WiFi 접속

⑧

메시지

⑨

배터리잔량

⑩

데이터사용량

접속해있는 네트워크종류가 표시됩니다.(4G/3G/2G)
인터넷 접속 상태가 표시됩니다.(↑업로드,↓다운로드)
WiFi접속가능한 경우 표시됩니다.
5GHz접속시,5G가 우측상단에 표시됩니다.
2.4GHz접속의 경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측하단에는 WiFi접속대수가 표시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터리잔량이 1~4로 표시됩니다.
데이터사용량이 표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E5577C)
① Q.전원이 자주 꺼집니다.
A.단말기의 슬립모드기능으로 액정화면이 점멸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버튼과 메뉴버튼을 짧게 누르면 복귀(화면점멸)합니다.
② Q.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요.
A. 전원ON 후, 전파를 잡을 때까지 3~5분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접속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WiFi단말기의 [안테나마크]가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테나마크가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권역이 아닙니다.
<전파가 약한 장소>
・고층계단
(기지국의 전환으로 통신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음,
안테나 설비가 되지 않은 10층이상의 건물)
・빌딩의 중간(고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창문에서 떨어질수록 전파가 약해짐)
・이동 중(기지국전환으로 통신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음)
・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질 때(기지국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음)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회선의 혼잡으로 수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음)
<접속이 어려운 환경> (SSID가 표시되지 않음, 끊김)
・전파 방해기기(전자레인이지/블루투스기기/USB3.0기기)가 근접해 있을 때
・iOS버전이 8.2이전일 경우
사용지역의 문제 일 경우, 장소이동, 시간이 지나면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3. APN설정 (2번 초기화(리셋)을 한 경우 반드시 3번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대폰과 포켓와이파이를 접속시켜주세요.
2) 인터넷브라우저를 열고 [ http://192.168.8.1/html/login.html ]에 접속 해 주세요.
*다운로드 창이 표시되면 오른쪽 하단에 [web page]를 클릭 해 주세요.
3) 표시된 로그인 화면에 User name: admin /Password: admin 을 입력 후 로그인 해주세요.
*Note(주의)가 표시되면 Do not remin에 체크,Confirm를 클릭 해 주세요.
4) Setting → Dial-up → Profile Management 를 클릭 해 주세요.
5) 표시된APN정보와 아래APN설정 정보가 다를 경우 New Profile를 클릭,
아래 정보로 수정 후, Apply를 클릭

국가

Profile
Name

User Name

Password

말레이시아

maxisbb

maxis

wap

APN
선택

입력

Static

maxisbb

③사용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사용되지 않음
시간을 두고도 WiFi연결이 되지 않을경우 아래에 따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SIM재삽입
뒷면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분리시킨 뒤,SIM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배터리를 다시 넣고 뒷면 커버를 닫고 전원을 켜서 WiFi 연결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6) Settings → Dial-up → Mobile Connection 을 클릭 후
Data Roaming 란의 Enable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 후
체크가 되어있지 않으면 체크를 한 뒤 Apply를 클릭합니다.
7) 우측상단에 Log out를 클릭 후 OK를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2.
초기화(리셋)
전원ON상태로 핀이나 바늘등을 이용해
5초정도 리셋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글로벌와이파이 TEL: 070-4607-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