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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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충전용 커넥터

③

메뉴버튼

메뉴표시전환 시, 사용합니다.
SSID와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리셋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셋을 할 경우, 개통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걸리므로 누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⑤

LED램프

전원을 ON으로 한 경우, 청색으로 점멸합니다.

⑥

전파강도

전파강도는 1~5단계로 안테나가 표시됩니다.
안테나수가 많을수록 전파가 강합니다.

⑦

네트워크종류

⑧

자동갱신

소프트웨어의 자동갱신이 되고 있을 경우, 표시됩니다.
※이 마크가 표시되고 있을 경우, 전원(OFF)을 끄지 마세
요.

⑨

WiFi 접속

WiFi 에 접속되어있는 디바이스수가 표시됩니다.

⑩

배터리잔량

배터리잔량이 1~4로 표시됩니다.

⑪

통신사

⑫

통신상태

⑬

데이터사용량

3초 정도 길게 누르면 ON/OFF조작이 가능합니다.
충전 시, 케이블(Micro USB측)을 접속합니다.

접속해있는 네트워크종류가 표시됩니다.(4G/3G/2G)

접속가능/접속중의 통신사명이 표시됩니다.
SEARCHING・・・회선검색 중
CONNECTING・・・접속시행
중 CONNECTED・・・접속확립/통신 중
데이터사용량이 표시됩니다.

단말기안내 MF900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①전원이 빈번하게 꺼집니다.
단말기의 슬립모드기능으로 액정화면이 점멸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버튼과 메뉴버튼을 짧게
누르면 복귀(화면점멸)합니다.

1.재 기동
왼쪽 면에 있는 전원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고, 전원OFF
전원이 꺼지면 다시 전원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고 전원을 ON으로 해주세요.
2. SIM재 삽입
전원을 OFF로 하고 앞 뚜껑을 아래로 슬라이드 해서 열어, 해당국SIM을 뺏다가 넣어주세요.
다시 전원을 켜 주세요.

슬립모드기능
[접속 시] 조작완료부터 10초 정도로 액정소등
액정화면아래의 램프가7초간의 간격으로 청색으로 점멸합니다.
전원버튼과 메뉴버튼을 짧게 누르는 것으로 복귀(액정점등)
[미 접속 시/권외]10분 정도로 전원OFF
전원버튼을 길게(3초 이상)누르면 전원ON(기동)
②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요.
전원ON 후, 전파를 잡을 때까지 3~5분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접속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WiFi단말기의 표시를 확인, [안테나마크]를 표시하고 있는가 확인해주세요.
통신상태표시는 어떠한가 확인해주세요.
<전파가 약한 권외로 되기 쉬운 장소>
・고층계단(기지국의 전환으로 통신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음)
・빌딩의 중간(고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창문에서 떨어질수록 전파가 약해짐)
・이동 중(기지국전환으로 통신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음)
・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질 때(기지국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회선의 혼잡으로 수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속이 어려운 환경> (SSID가 표시되지 않음, 끊김)
・방해기기(전자레인이지/블루투스기기/USB3.0기기)가 근접해 있을 때
・iOS버전이 8.2이전일 경우
사용지역의 문제 일 경우, 장소이동, 시간이 지나면 개선 될 수 있습니다.
③화면표시를 알 수 없을 때
[미 접속]
SEARCHING・・・회선검색 중
CONNENTING・・・접속시행 중
No valid destination・・・접속시행 중(SIM과 설정이 유효하지 않음)
Activation Code・・・고객센터로 표시된 코드를 알려주세요
[접속 중]
CONNECTED・・・접속확립/통신 중
[접속규제 중]
Low on data・・・사용과다로 인한 감속
Data limit reached・・・사용과다로 인한 회선정지(통신불가)
해당국가시간24시에 자동으로 회복합니다.
※일부, 일본시각 24시에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사용가능 했다가 갑자기 연결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연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방법을 시도해주세요.

>>>다음페이지에

컨트롤SIM
액정화면아래, 중앙의 1번SIM은 컨트롤SIM입니다.
이 단말의 통신을 관리하는 중요한 SIM이므로 뺏다 넣다 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해당국SIM
2번~10번은, 고객님의 해당국SIM이 들어있습니다.
고객님의 해당국을 포함하여, 1장~여러 장이 들어있으므로 장애발생시
해당국SIM을 뺏다 끼워주세요.
상기, 또는 취급매뉴얼의 트러블대처방법으로 시도해 주시고,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때는, 번
거로우시겠지만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