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road USIM으로 LTE 단말의 3G기능 사용하는 방법

LTE단말기를 3G전용모드로 반드시 설정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MMS와 DATA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선데이터설정(APN설정)을 해야 합니다.

USIM 커트 하기1

USIM 커터기 준비 USIM 커터기 아래쪽에 USIM 삽입. Micro USIM 만들기 완료

Micro USIM 사용 단말은 USIM 커터기를 이용하여 USIM 잘라야 사용 가능 함. 

3G 모드 설정 하기2

구 분 설정 방법

다이얼 방식 다이얼 -> *1232580# -> 3G모드(WCDMA모드) 선택

메뉴 방식 메뉴 -> 설정 -> 모바일네트워크 -> 데이터네트워크 -> 3G모드(WCDMA모드) 선택

※ 3G모드 설정 하지 않을 시 USIM Lock이 걸려 No Service 모드로 빠지는 현상 발생 함.(뒷장 참조)

USIM 장착 하기3

배터리를 분리하여 USIM을 창착 후 전원 ON하여 개통을 수행한 다음 무선데이터설정(APN)을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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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데이터설정 (APN)4

구분 파라메터 값 비 고

이 름 tbroad

APN web.sktelecom.com 

MMSC http://omms.nate.com:9082/oma_mms

MMS 프록시 smart.nate.com

MMS 포트 9093

MCC 450

MNC 11

APN유형 Internet+MMS Radio버튼 선택

※ 파라메터 설정 값이 잘못 입력하면 MMS, DATA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확인 사항
가.         색의 APN유형은 삼성 휴대폰만 적용
나. 필드 값이 없는 곳은 미 입력

※ 진저 브레드/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구분 법
가.  메뉴 -> 설정 -> 디바이스 정보 -> 안드로이드 버전 확인

-> 2.3.X이면 진저브랜드, 2.4.X 이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 무선데이터(APN)설정 진입 경로

1.  진저 브레드 경우

가. 휴대폰 메인에서 “메인 메뉴(메뉴)” 선택

나. “환경 설정(설정)” 선택

다. “무선 및 네트워크” 선택

라. “모바일 네트워크” 선택

마. “데이터 로밍” 체크

마. “액서스 포인트 이름” 선택

바. 단말기 본체의 “메뉴” 선택

사. “새 APN” 선택

아. APN 입력 화면에서 “파라메터 값”을 참조하여 입력

2.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경우

가.  휴대폰 메인에서 “메뉴”선택

나. “환경설정“ 선택

다. “추가 설정” 선택

라. “모바일 네트워크” 선택

마. “액세스 포인트 이름” 선택

바. 단말기 본체의 “메뉴”선택

사. “새 APN” 선택

아. APN 입력 화면에서 “파라메터 값”을 참조하여 입력

USIM Lock 걸렸을 경우 해결 방법

메뉴 ->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모바일네트워크 -> T로밍 -> 시스템 선택 -> 수동 선택 -> SKTelecom 선택

※ SKTelecom 선택 후 lock해지하는데 약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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