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Bro Bridge 사용설명서
[SBR-100S Use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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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7) 장시간 사용시 본 제품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본제품은 무선을 사용하
는 기기이므로 사용시 열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수있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나 사고 및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오니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또한 사용 설명서는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1) 불 또는 물을 조심하세요. 제품을 불에 가까이 하거나 불 속에 떨어뜨리면 변형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품은 방수 제품이 아니므로 물과 멀리 하여 주세요. 액체 성분과의 접촉으로 인해 기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되었을 경우 제품을 작동하시지 마시고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
2) 사용 중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외부 충격으로 인해 회로 부품의 파손 및 기구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낙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해주십시오.
3) 전원 케이블 연결 시 및 분해 시 주의해주십시오. 케이블 연결 시 제품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삽입 하
시고, 분리하실 때는 플러그를 잡고 분리 하십시오. 물기 있는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제품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4) 사용자 임의로 분리,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고장 시 수리는 반드시 지정된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
십시오. 임의로 분리, 수리, 개조하였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전자기기 사용 불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사용시 다른 기기와의 전파간섭이나 환
경에 따라 이상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직사광선이 드는 곳과 밀폐된 곳,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 사용하십시오. 제품은 적정 온도에서 사용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온도가 급격히 변하거나, 무더운 곳,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 또는 보관 시
오작동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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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온도가 높은 곳에 두거나 가열시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9) 어린이가 배터리를 입에 넣을 경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전, 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덮개 류를 비롯한 부품들을 어린이가 삼키지 못하게 주의하세요. 질식이나 식도 걸림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10) 애완동물이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배터리 및 회로에 이상이 발생하여 과열, 화재, 폭발 위험이 있
습니다.
11) 사용중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여 단말에 충격을 가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단말 고장
의 원인이 됩니다.
12) 충전은 전용 충전기, PC USB 전원 또는 USB 전원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십시오.
13) 제품 사용시 장소에 따라 WiBro, WiFi 수신율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주의 하십시오..
14) 자성이 강한 물체와 같이 두지 마세요. 자석, TV, 모니터, 스피커 등 자성이 강한 물체 옆에 제품을
보관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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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및 사양

주의
반드시 제품 구입시 제공되는 구성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공되지 않은 별매품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수명 단축 또는 고장의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 충전은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용 충전기나 Micro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에서 충전하
시기 바랍니다.
● 본제품의 구성품 및 제품의 외관, 사양 등은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용물 확인

제품 소개
SBR-100S 단말 소개
WiBro Bridge 사용설명서
[SBR-100S User’s manual]

본체

사용자 메뉴얼

SBR-100S은 WiBro 서비스를 WiFi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이며, 노트북, PMP, 스마트폰
등을 WiFi로 7대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전모드 사용으로 부팅시간을 줄여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WiFi 공유기 기능을 통해 SKT WiBro 서비스를 최대 7명까지 동시에 이용 가능
내장형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이동 중에도 사용 가능
● 다양한 WiFi 탑재 기기와 호환
● 다양한 OS와 호환 가능
● 절전모드 및 장시간 사용
● Web CM을 통한 WiBro/WiFi 상태 확인 WiFi 설정 변경 가능
● 배터리 및 WiFI, WiBro 동작 표시
● 자동/수동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지원
●
●

전용 충전기

Micro USB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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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최소 사양
본 기기는 SKT WiBro를 WiFI를 통해 사용가능하므로, 웹브라우저 및 기타 인터넷 사용을 위한 프로그
램과 IEEE802.11 b/g WiFi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용
사용 전원
본 기기는 외부 USB 전원 및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배터리는 초기 충전상태가 아니니 반드시 충전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분의 명칭

USIM 카드 장착 방법

(커버 개방시)
충전용 USB 단자
USIM 카드 커넥터
Reset 버튼

USIM 카드의 이부분을 우측으로,
금속면이 아래를 향하게 장착하세요!

1. 제품 측면의 커버를 여신 후 그림과 같이 USIM 카드를 장착합니다. USIM 카드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
록 깊이 한번 넣어 주세요
2. USIM 카드 탈착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USIM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좌측부터)
Power/Battery 표시 LED
WiFi 상태 표시 LED
WiBro 수신 세기 표시 LED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Tlogin WiBro Bridge 적용 USIM 카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구입 및 가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K텔레콤 고객 센터(1599-0011, 1566-0011)로
문의하세요.
● 가입자의 정보는 USIM 카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데이터의 수량에 대한 통화료는
USIM 카드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전원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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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
다.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SK텔레콤 고객 센터(1599-0011, 1566-0011)로 연락하셔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USIM 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원 켜기

공장 초기화 기능 (초기화 하기)

단말기 전원 스위치를 2~3초간 누르면 WiBro “T” 표시등과 배터리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집니다.
이후 약 50초 후 WiBro 연결을 하고 정상 동작 됩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면 WiFi 표시등은 녹색으로 점멸하고, WiBro “T” 표시등은 수신 세기에 따라 녹색/노
란색/적색이 켜지게 됩니다.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단말기 전원 스위치를 20초 이상 누르면 WiBro “T” 표시등이 노란색 상태로 점
멸하고, 이때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면 제품이 자동으로 다시 켜지면서 단말의 모든 설정이 공장 출하
시 값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Web에 접속하여 “기기설정”의 “초기화”에서 공장 초기화를 하실수 있습니다.

●

단말기를 리셋 할 때 핀셋, 바늘, 옷핀 등과 같이 끝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것으로 리셋을 하지 마십시오.
본 단말기는 전자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금속물질 등과 같이 끝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것에 의해 부품이
파손되거나 합선이 되어 단말기가 고장이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끄기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단말기 전원 스위치를 3~8초간 누르면 WiBro “T” 표시등이 꺼집니다. 이때 전원
버튼에서 손을 때면 제품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절전모드 기능

Reset 기능
정상적인 부팅이 안되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USB 커넥터 옆의 Reset 홀 내의 Reset버튼
을 볼펜으로 눌러 단말기를 Reset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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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모드는 SBR-100S 제품 사용시 단말이 부팅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번 제
품의 전원을 켠 후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완전히 끄지않고 단말을 절전모드 진입시켜 이
후 부팅 시 약 10초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SBR-100S는 완충 후 절전모드에서 대기시 약 120시간 정도 대기가 가능합니다. 절전모드에서도 베터
리를 적게나마 사용하고 있으니 장시간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배터리의 방전을 막기 위해 단말
의 전원을 반드시 꺼 주십시오. 120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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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배터리를 충전하여 전원을 켜시면 정상적으로 단말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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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모드 실행
제품이 부팅을 완료한 후 단말기 전원 스위치를 8초 이상 누르면 배터리 표시등이 노란색 상태로 점멸
합니다. 이때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면 본 제품이 절전모드로 들어가게 되며 베터리를 최소한으로 사용
합니다. 이때 모든 표시등이 꺼지고 전원을 OFF한 것과 동일하게 WiBro 및 WiFi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용하면서

제공된 USB 케이블로 충전 시

약 6시간 이상

전용 충전기로 충전 시

약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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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간

완충 상태에서 bridge 기능으로 데이터 사용시

약 7시간

4

대기 시간

완충 상태에서 bridge 기능으로 대기시

약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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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모드
대기 시간

완충 상태에서 절전모드 상태에서 대기시

약 120시간

윗면 표시등 동작
절전모드에서 다시 사용하기
절전모드에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단말기 전원 스위치를 2~3초간 눌러 주십시오. 이후 WiBro “T”표
시등이 녹색으로 표시되며 배터리 표시등이 노란색으로 켜집니다. 이후 약 10초 후 WiBro 연결을 하고
정상 동작 됩니다. 완료가 되면 WiFi 표시등은 녹색으로 깜박이며, WiBro “T” 표시등은 수신 세기에 따
라 녹색/노란색/적색이 켜지게 됩니다.

배터리 사용 및 충전시간
본 기기는 외부 USB 전원 및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전용 충전기 또는 Micro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 하시기 바
랍니다.
No
1

제품의 윗면에 있는 전원 표시등은 내장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각기 다른 색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시되며, 전원이 켜지고 단말이 완전히 부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배터리 잔량 (20~ 0%)

적색

배터리 잔량 (50~20%)

노란색

배터리 잔량 (100~50%)

녹색

배터리 충전 중

적색

배터리 완충 시

녹색

시간

WiFi 사용 가능 여부 표시 (1 Color LED)

제공된 USB 케이블로 충전 시

약 3시간 30분

전용 충전기로 충전 시

약 3시간

제품의 앞면에 있는 WiFi LED의 색깔이 녹색으로 깜박이면 WiFi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WiFi가 접
속이되면 녹색으로 켜지게 됩니다.

설명
충전 시

Power 표시 (3 Color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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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표시 (WiBro의 수신 세기 표시 및 접속/3 Color LED)
제품의 앞면에 있는 “T” 표시등은 WiBro의 수신 세기를 표시 합니다.
수신세기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표시합니다.

WiFi 사용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 설정
Windows 사용자를 위한 WiFi 연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Windows 7 사용자 : Windows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제어판”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 “네트워크에 연결”
● Windows XP 사용자 : Windows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연결 대상” ▶ “무선 네트워크 연결”
● Windows Vista 사용자 : Windows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 ▶ “네트워크에 연결”
* 기타 다른 기기들은 기기의 WiFi 접속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0단계

적색

1단계

적색

2단계

노란색

3단계

노란색

4단계

녹색

5단계

녹색

Windows 7 사용자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 설정

6단계

녹색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 ▶ 네트워크에
연결’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음영지역에서나 수신세기가 약하여 WiBro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WiBro “T” 표시등이 적색 점멸로 표시
됩니다. WiBro “T 표시등이 흰색으로 깜박이는 경우는 접속 및 인증이 진행되는 경우로 잠시 기다리시
면 정상 동작됩니다.
본 제품의 전원을 켜고 약 50초 후에 WiBro 서비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절전 모드에서 부팅시는 약 10초 후에 WiBro 서비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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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선택하고 암호 입력 창에 네트워크 키값을 입력하면 연결이 됩니다.
네트워크 키는 “T+일련번호”입니다.
예) 네트워크 이름 : SKT WiBro Bridge 1234567, 네트워크 키 : T1234567

iPhone4 사용자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 설정
iPhone4의 설정 메뉴를 선택하고 WiFi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 창에서 사용하실 네트워크를 선택하신 후 연결 가능 창에서 네트워크 리스트(SSID)
중 “SKT WiBro Bridge + 일련번호”를 찾아 선택합니다.

WiFi 설정을 켜면(On) 네트워크 리스트(SSID)가 나타나며, “SKT WiBro Bridge + 일련번호”를 찾아 선
택합니다.
암호 입력 창에서 네트워크 키값을 입력하면 본 제품과 WiFi 연결이 됩니다.
네트워크 키는 “T + 일련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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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네트워크 이름 : SKT WiBro Bridge 1234567, 네트워크 키 : T1234567
WiFi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본 제품을 사용하여 WiBro를 사용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WiFi 사용 가능한 단말 7대까지 추가로 연결 가능합니다. 연결 방법은 각 단말의 기존 WiFi
접속 방법과 동일하며, 네트워크 리스트(SSID)에서 같은 방법으로 “SKT WiBro Bridge xxxxxxx”를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Web 연결
SBR-100S의 WiFi, WiBro의 상태 확인 및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Web CM을 사용해야 하며, Web
CM은 SBR-100S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WiFi 지원 단말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Web CM 연결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노트북이나 기타 단말기를 SBR-100S에 접속한 후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192.168.1.1/” 주소를 입력하신 후 <Enter>키를 눌러 Web CM에 접속
합니다.

Web CM 연결을 위한 인증창의 “암호”는 Web CM의 기기설정”의 “비밀번호 변경”에서 사용자가 변경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창에서 “사용자 이름”에는 “user”를 “암호”에는 “0000”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대
소문자 구별 유의)

16

17

WiFi 설정 - 기본 설정
WiFi 의 기본 설정 값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Web CM에 연결 후 “Wi-Fi 설정”의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이름(SSID) : WiFi 네트워크 명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SSID 브로드캐스트 : WiFi 네트워크 명을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 합니다.

모드 : WiFi Mode(b,g)를 변경 합니다.

채널 : WiFi 채널을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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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13 사용 유무 : WiFi 채널 자동 설정 시 13번 채널 사용여부를 설정 합니다.

보안 설정 : WiFi 보안 방식을 설정 합니다.

신호 출력 : WiFi 신호 강도를 설정합니다.
암호화 방식 : WiFi 보안의 암호화 방식을 설정 합니다.

최대 접속자 수 : WiFi 최대 사용자 수를 설정 합니다.

WPA 패스워드 : WiFi 보안의 암호를 설정 합니다.

설정 완료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 합니다.

WiFi 설정 - 보안 설정
WiFi 의 보안 설정 값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Web CM에 연결 후 “Wi-Fi 설정”의 “보안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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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설정

USIM카드 잠금 설정을 Check 합니다.
비밀번호(PIN) 입력 에 사용하실 PIN을 입력합니다.(초기 비밀번호는 0000 입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 알림 문구가 표시되며 PIN 사용으로 동작합니다.
[주의] PIN을 사용할 경우 브릿지 사용 전 매번 Web CM에 접속하여 PIN인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

Web CM 연결후 “기기설정”의 “USIM관리”를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 할수 있습니다.

●

USIM PIN 변경
PIN 미사용 중인 경우”PIN”을 변경 합니다.

USIM PIN 설정
PIN 이란?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타인 사용 방지를 위해 USIM카드에 설정하는 4자리 비밀번호입
니다.
PIN을 설정하면 WiBro 브릿지 전원을 켤 때마다 PIN을 입력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PIN은 연속 3회 잘못 입력할 경우 모든 서비스가 정지 됩니다.

기존 비밀번호(PIN)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PIN을 입력 합니다.
새 비밀번호(PIN)에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새 비밀번호(PIN) 재입력에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 알림 문구가 표시되며 이후 변경된 PIN 사용으로 동작합니다.
●
●

PIN 미사용 중인 경우”PIN 사용”이 활성화 됩니다.

- USIM카드 잠금 설정을 Check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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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USIM PUK 입력
PUK 이란?
PUK(PIN Unlock Key)는 USIM카드의 PIN을 초기화 할 수 있는 8자리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PIN을 연속 3회 잘못 입력할 경우 모든 서비스가 정지 됩니다. 재사용을 위해서는 PUK 번호를 입력해
야 하며, PUK를 연속 10회 잘못 입력하는 경우 해당 USIM은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PIN이 3번 잘못 입력되면”해제코드(PUK) 입력”화면이 활성화 됩니다.
PUK을 입력합니다.
● 새 PIN을 입력합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 알림 문구가 표시되며 새 PIN이 적용됩니다.
●
●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는 단말기가 자동으로 서버와 연동하여 단말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입니다.
단말 전원을 켜거나 절전모드에서 다시 켜질 때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신규 펌웨어를 확인하고 신
규 펌웨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운받아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WiBro “T” 표시등이 적색으로 깜박입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WiBro 사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신규 펌웨어는 단말을 끄고 다시 켰을 때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 업그레이드
본 제품은 신규 펌웨어가 있을 시 서버와 연동하여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나, 경우에 따라 필요할 시 사
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신규 펌웨어 다운로드 방법
신규 펌웨어는 제조사 홈페이지 www.smobile.kr 에서 SBR-100S의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아래 업데
이트 방법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방법
PC나 노트북 등 브라우저를 사용 가능한 기기에서 Web CM에 접속합니다.
Web CM의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펌웨어 파일 항목의 <찾아보기>를 누른 후 PC에 다운받은 신규 펌웨어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
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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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WiBro “T” 표시등이 적색으로 깜박입니다. 업그레이드 이후 자동으로 단
말이 꺼지고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후 업그레이드된 신규 펌웨어로 적용이 됩니다.

제품보증서

규격 및 특성
WiBro

모델명

SBR-100S

제조번호 :

구입일 :

주파수 정확도 : +/- 0.02 PPM

고객 성명(상호) :

고객 연락처 :

무선 접속 방식 : TDD / OFDMA

주소 :

점유 주파수 대역폭 : 10MHz

구입처 :

보증기간 : 1년

송신 출력 : 최대 200mW

담당자 :

구입처 주소 :

규격 : IEEE 802.16e
사용 주파수 : 2.3045GHz~2.3225GHz

WiFi

규격 : IEEE802.11 b/g
사용 주파수 : 2.412GHz ~2.472GHz
송신 출력 : <10mW/MHz

배터리

3.7V / 1600mAh

전용 충전기(어댑터)

5V/1A Micro USB Plug

사용 환경

동작 온도 : 0℃ ~ +45℃

제조사 (보증책임자) : ㈜에스모바일
전화 : 050-2000-1005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T-1009
*제품 판매시 상기 고객, 구입처, 구입일 등을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습도 : 0 ~ 80%
제품 크기/무게

크기 : 69.0mm x 69.0mm x 13mm
무게 : 약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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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정보
무상 서비스
본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1년 입니다.
구입 후 1년 (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유상 서비스

연락처 : 050-2000-1005
홈페이지 : www.smobile.kr
주소 : (463-86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T-1009
에스모바일 고객 서비스 센터 A/S 담당자 앞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 보증 기간 이내이더라도 고장이 아닌 경우
● 소비자 과실로 인해 고장 난 경우
● 소비자가 임의로 수리 개조하였을 경우
● 규정된 충전기나 USB Cable이 아닌 다른 전원 연결로 인한 고장 발생시
● 당사 또는 지정협력사의 외에 다른 곳에서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별매품 구입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 기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손상 발생시
● 그 밖에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나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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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바일 고객 서비스 센터(모뎀 사용 방법 및 수리 관련 문의)

SK Telecom 고객 센터(신규 가입, 해제, 변경, 요금 및 제품 등록 안내)
연락처 : 1599-0011, 1566-0011
홈페이지 : www.sktel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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