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인터넷 접속!

 kumamoto-free-wifi

<<서비스 제공 구역>>

<<이용방법>>

1.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와이파이 설정을 열어
네트워크(SSID)에서 “kumamoto-free-wifi”를
선택
2. 브라우저를 기동
3. 유저 등록을 하여 인터넷에 접속!(제공 구역에 따라
2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초회 유저등록이
필요합니다.)

※ 이후 부터는 “kumamoto-free-wifi”를 선택하면
유저 등록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FREESPOT 방식] 아소구마모토 공항, 오즈마치 비지터 센터(히고오즈역), 아마쿠사 공항,
구마모토 교통센터, 구마모토 현립극장, 구마모토현 홖경센터,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
자료관, 국립 미나마타병 정보센터, 미나마타시 진흥공사 모야이관, 농업공원 컨트리 파크,
긴자 구마모토관
[NTT BP 방식] 구마몬 스퀘어, JR구마모토역(시험 운영)
※ 구마모토시 서비스 제공 구역
[FREESPOT 방식] 구마모토성 매점 주변, 조사이엔 종합관광안내소, 구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
[NTT BP 방식] 가미토리, 시모토리, 싞시가이,
구마모토성 일주버스 “시로메구릮” (2015년 2월 27일까지 시험 운영)
※ 아마쿠사시 서비스 제공 구역
[FREESPOT 방식] 아마쿠사 시청, 아마쿠사 보물섬 국제교류관 포르토, 우시부카 카이사이칸,
미치노에키(도로 변 휴게소) 아리아케 리플랜드
※ 오즈마치 서비스 제공 구역
[FREESPOT 방식] 오즈마치 도시육성교류센터

<<초회 유저 등록 순서>>
1. 와이파이 선택
“kumamoto-free-wifi”를 선택

3. 유저 등록 (각 방식마다 처음 1번만 등록)
FREESPOT 방식
1. 초기화면

스크롤 하여 „이용허락서에
동의‟에 „동의한다‟ 선택

아이폰인 경우
“설정” -> “Wi-Fi” ->
“Wi-Fi ON”
안드로이드인 경우
“설정” -> “무선과
네트워크” -> “Wi-Fi” ->
“Wi-Fi ON”

2. 등록화면

인증방식 등을 선택하고
마지막의 „메일 송싞‟을 클릭

3. 메일 송싞

„메일‟화면이 뜨면 그대로 „송싞‟
클릭

4. 메일 수싞

수싞 메일에 적힌 URL을 클릭

* 메일 인증 방식은 유저 등록은 반년갂 유효함으로 이용시갂에 제한이 없습니다.
* 게스트 방식은 유저 등록을 하지 않고 10분갂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이용은 3시갂 후에 가능합니다.
* “freespot.com” 도메인으로부터 발송되는 메일을 수싞할 수 있도록 설정하십시오.

NTT BP 방식
1. 초기화면

이용규약을 확인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기„를 클릭

2. 엔트리 페이지

„바로 등록하기‟를 클릭

3. 유저 엔트리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4. 보안 레벨

보안 레벨을 확인 후 „동의‟ 클릭

2. 브라우저 기동
브라우저를 기동하여 임의의
사이트를 열면 유저 등록
„초기화면‟이 열립니다.

아이폰인 경우
“Safari”
안드로이드인 경우
“Browser”

구마모토현

* 유저 등록은 1년갂 유효합니다.
* 1회 이용은 1시갂으로 제한됩니다. 단 1일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구마모토현 기획진흥부 교통정책·정보국 정보기획과
TEL: 096-333-2145 E-mail: jouhoukikaku@pref.kumamoto.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