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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를 ON으로 하고 SSID를 선택1

들어가며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Wi-Fi에 접속한다. （○스마트폰, ○ 태블릿, ○ 노트북）방법 1
와이파이 연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컴퓨터의 경우는 방법1만）

접속 앱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Wi-Fi에 접속한다.（○스마트폰, ○ 태블릿, × 노트북）방법2

 1회 이용시간은 60분, 1일 이용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메일 주소 등록』 후에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원인 1: 잘못된 메일 주소의 입력
원인 2: 도착한 메일이 스팸 메일 폴더에 저장
원인 3: 통신사 등의 스팸 메일 대책 기능으로 삭제됨（※）

 편리성 향상을 위해 통신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번호나 개인정보의 입력을 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 등의
이용은 하지 마십시오.아울러 『사이타마시 공중 무선 LAN 이용 규약』도 참조해 주십시오.

〈이용시의 주의 〉

(※)도메인 수신 제한이 되고 있는 경우는 「@wifi-cloud.jp」를 수신
허가해 주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계약처의 통신사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Wi-Fi 이용 절차
처음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포털 화면 표시2 사용자 등록 실시3

※브라우저에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예) Android 단말기 예) Windows 10 단말기

메일 주소 기입 → 본 등록 메일 수신(※)4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해 주십시오.

SNS 계정을 입력 → 등록 확인, 완료4

이용등록완료(사용자등록완료)５

이용할 수 있는
SN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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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방법

방법 1 브라우저편

① 메일 주소로 사용자등록① 메일 주소로 사용자등록 ② SNS 계정으로 사용자 등록② SNS 계정으로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1 포털 화면에서 연결2

Saitama City Free Wi-Fi 이용 방법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포털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등록 방법을 선택

Wi-Fi를 ON으로 하고 SSID를 선택

Saitama-City-Free-Wi-Fi

Saitama-City-Free-Wi-Fi

0000ABCDEFG_Wi-Fi

メールアドレスを登録する

예) 페이스북의 경우 주의사항 등을 확인

예) Android 단말기 예) Windows 10 단말기

Saitama-City-Free-Wi-Fi

Saitama-City-Free-Wi-Fi

0000ABCDEFG_Wi-Fi

※화면 이미지는 실제 화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SID① Saitama-City-Free-Wi-Fi 또는

SSID② Saitama_City_Free_Wi-Fi

登録 確認

Test-abc-free-Wi-Fi

Test-test@abc.co.jp

Test-abc-free-Wi-Fi

(※)본 등록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시의 주의>를
참조해 주십시오.

SSID① Saitama-City-Free-Wi-Fi 또는

SSID② Saitama_City_Free_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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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①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설치
②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 접속하여 검색 키워드 「フリーWi-Fi(무료 와이파이)」로 검색.

『Japan Connected Free Wi-Fi』설치
Android版 iOS版

접속 앱 설치1

Wi-Fi 이용 절차
처음 이용하는 경우 접속 앱 설치 및 사용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접속 앱의 다운로드와 설치는 미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접속 앱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접속 앱 최초 부팅 시 사용자 등록2

본 등록 메일 수신3

이용 등록 완료(사용자 등록 완료)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해 주십시오.

하나의 SNS를 선택２

SNS 계정 입력３

이용 등록 완료(사용자 등록 완료)４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여 사용자 정보를 입력, 등록

본 등록 메일을 수신하면 링크를 클릭（※）

방법2 접속 앱 편

Wi-Fi를 ON으로 하고
SSID를 선택
(Android 단말기는 본 조작이
불필요한 경우 있음)

１

① 메일 주소로 사용자등록① 메일 주소로 사용자등록 ② SNS 계정으로 사용자 등록② SNS 계정으로 사용자 등록

접속 앱을 실행하고
Connect를 클릭

２

インターネット接続方法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Japan
Wi-Fi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여 SNS 서비스 선택

예) 페이스북의 경우

Japan
Wi-Fi

인터넷 접속 방법오른쪽 에 진행

(※) 본 등록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시의 주의>를
참조해 주십시오.

등록이 잘 되었나?

※화면 이미지는 실제 화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glish / 中文（简・繁）/한국어
→ http://www.ntt-bp.net/jc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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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방법오른쪽 에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