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전 확인 사항

본 사용설명서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넥스프링 홈페이지

(www.LTEMINI.com)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화면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례

살펴보기

구성품

외관/명칭

터치패드 사용 방법

LED상태

3

3

4

5

8

9

10

11

12

12

13

15

시작하기

USIM 카드 설치하기

전원 연결/ 충전하기

전원 켜기/ 끄기

블루투스 리모콘 앱 다운로드 

6

6

7

7

사용하기

홈화면

화면설정

네트워크 설정

미러링

비행기 탑승 모드

외부 기기 연결

LTE 핫스팟

제품초기화

알아두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상 유의사항

자주묻는 질문

제품사양

품질 보증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16

17

17

19

20

21



렌즈

충전 커넥터

터치 패드

BEAM 전원 버튼

상태표시 LED

Micro SD 카드 커넥터

Micro HDMI 커넥터

USB_A 커넥터

리셋 스위치

유심 커넥터

이어폰잭 커넥터

HOTSPOT 버튼

볼륨 버튼

살펴보기

제품 충전 시 반드시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 하기 바랍니다.  

승인되지 않은 별매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수명이 단축 되거나 고장 난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단말 본체 파우치충전기 사용설명서

구성품

외관/명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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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마우스를 연결하여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아래 그림에 표시된 영역은 터치패드 영역입니다. 

본 제품이 정상으로 켜진 상태에서 아래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화면의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터치 패드

선택하기(클릭)

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살짝 눌렀다가 뗍니다.

상하좌우 움직이기(스크롤)

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터치패드를 빠르게 

두 번 누른 후 손가락을 

댄 채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확대& 축소하기

터치패드에 양 손가락을 

댄 채로 벌리거나 오므려서 

확대, 축소를 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기

화면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터치패드 사용 방법

두 손가락을 터치패드에

동시에 댄 채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원하는방향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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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상태

구분 색상 / 동작 LED동작

녹색 점등

주황색 점등

적색 점등

녹색 점멸

주황색 점멸

적색 점멸

녹색 점등

적색 점멸

핫스팟 동작

핫스팟 에러

신호세기 강

신호세기 중

신호세기 약

LTE 네트워크 접속 중

네트워크 에러

미개통 / No service / USIM 미장착

녹색 점등

주황색 점등

적색 점등

적색 점멸

60% ~ 100% / 충전완료

20% ~ 59%

19% 이하 / 충전중

충전중(부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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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충전 시에는 반드시 구성품으로 제공된 충전기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프로젝션 특성상 열이 많이 나는 제품으로서, 동작 시 제품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의 충전 등 고온에서의 충전은 배터리 발화, 발열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오니 차량에서의 

충전은 금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전용충전기 사용 시 4시간 입니다.  충전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충전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

용  량

동작시간(완충기준)

충전시간

2시간 30분
(밝기 “중”/사운드 “중” /LTE사용 기준)

4시간

6,000mAh

유심을 삽입 또는 제거 시 밀어서 눌러 주면 됩니다.

금속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유심의 삽입 모양이

그림과 같이 되도록 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KT에서 제공하는 나노 유심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유심 카드의 IC 금속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유심 카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nano
USIM

USIM 카드 설치하기

전원 연결 / 충전하기

사용 중 유심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만약 사용 중 유심 카드를 제거하였다면 제품을 

끈 후 유심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1

1
2

2

본 제품은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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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리모콘 앱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Play스토어』, iOS 기기의 『App Store』에서 

“LBN-100”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블루투스 설정 p.10 참고) 후 설치한 앱을 실행하여 프로젝터와 연결합니다.

빔프로젝터 전원

BEAM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핫스팟 기능 

빔프로젝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 

  HOTSPOT 버튼을 살짝 누르면 핫스팟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연결됩니다.

리모콘 앱

LBN-100

빔프로젝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

  HOTSPOT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핫스팟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리모콘 앱 다운로드

전원 켜기 / 끄기

볼륨 조절

WEB CM 연결은 WEB CM 연결방법 p.14 참고.

터치패드 사용은 터치패드 사용방법 p.4 참고.

WEB CM 연결

터치패드

키보드

앱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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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사용하기

홈 화면

상태 표시

바로 가기

Android 미러링

iOS 미러링

디바이스 설정

네트워크 설정

어플리케이션

LTE신호, Wi-Fi 및 블루투스 연결, 볼륨, 비행기 탑승모드, 충전 등 확인

올레TV 모바일, 네이버TV,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어, 웹브라우저 바로 가기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의 영상 무선 연결

iOS 모바일 기기의 영상 무선 연결

화면, 언어, 업데이트 등 디바이스 정보를 설정 및 확인 

모바일데이터, 핫스팟, Wi-Fi, 블루투스, 비행기 탑승모드 등 네트워크 설정 

원스토어, 넷플릭스, 티빙, 파일매니저 등 추가 사용 가능한 앱

1

1

2

2

7

3 4 5 6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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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설정    키스톤

상하 화면 왜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    

3단계로 밝기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밝게 설정할수록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아 집니다.

디바이스 설정    타이머

설정한 시간 동안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빔프로젝터 전원이 꺼집니다.

디바이스 설정    디스플레이    뷰 모드    

표준 모드 또는 영화 감상에 적합한 시네마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정



네트워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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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설정     Wi-Fi 

Wi-Fi를 켠 후 원하는 SSID를 선택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설정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켜서 연결기기와 페어링을 설정 합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의 블루투스를 켜서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LBN100-XXXX” 를 확인 후 클릭하여 

디바이스등록을 합니다. 등록 후 본 제품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 여부는 페어링된 기기 목록에서 확인 하세요.

주의 : 연결할 Wi-Fi의 한글 SSID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해당 SSID를 영문으로 수정 후 다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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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링

연결기기에서 LBN100-XXXX를 검색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Smart view(Miracast)를 지원해야 합니다.

미러링 기능은 사용 환경에 따라 끊어짐과 영상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te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미러링을 

설정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미러링 :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iOS기기에서 

AirPlay 설정을 통해 연결

할 수 있습니다.

iOS 미러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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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SD카드와 USB 저장장치는 128GB까지 지원됩니다.

Micro HDM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icro HDMI to HDMI 케이블을 별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Note

본 제품은 Micro HDMI, MicroSD, USB 연결 커넥터를 지원 합니다.

USB 커넥터를 통해서 USB메모리 및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 SD 카드 커넥터

Micro HDMI 커넥터

USB_A 커넥터

외부 기기 연결(Micro HDMI/USB/MicroSD)

비행기 탑승 모드

비행기 탑승 시 안전을 위해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설정하면 통신 관련 

기능을 제한하고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 비행기 탑승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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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핫스팟(HOTSPOT)

보안상의 문제로 공장 출하 시 제공되는 무선 네트워크 보안 키(KEY)값은 Web CM에서 반드시 

변경 후 사용하기를 권장 합니다.(Web CM 연결방법 p.14 참고)

일부 Wi-Fi를 지원하는 단말기 중 본 제품이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KEY 값을 입력한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1522-926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핫스팟 사용 방법

핫스팟을 켜면 HOTSPOT LED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Wi-Fi를 켠 후 본 제품 후면 라벨에 표시 되어 있는 SSID를 선택하여 

라벨의 KEY번호를 “네트워크 보안 키”에 입력하여 연결 합니다.

본 제품은  빔프로젝터 이외 LTE 핫스팟(HOTSPOT) 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후면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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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CM 연결 방법

본 제품은 내장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방식의 Web CM을 이용하여 시스템 설정을 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Web CM은 노트북, 데스크탑 PC,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LTE 네트워크 

연결 없이 Wi-Fi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Web CM 접속을 위하여 IP 주소 설정은 자동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수동으로 

설정된 경우 정상적인 Web CM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Note

웹 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 창에 192.168.1.1을 입력합니다.

Windows 보안 창에 사용자 이름은 user, 암호는 본 제품의

Wi-Fi 암호 (KEY값)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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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초기화

본 제품의 초기화를 실행하여 

제품을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 

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제품 사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초기화를 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는 홈 화면 》 디바이스 

설정 》 장치 》 공장초기화 》 우측 

하단의 공장 초기화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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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1. 본 제품을 충전할 때에는 반드시 구성품으로 제공된 충전기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른  충전기를 

   사용할 시 제품의 이상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2. 본 제품은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주위에서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 또는 방치하면

   침수 또는 과도한 습기 등에 의해 기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에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가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사가 보증하는 무상 및 

   유상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4. 임의로 분리, 수리, 개조하였을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용 중에 제품의 통풍구를 막으면 제품의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6. 화면 출력 부위를 장시간 직접 응시하게 되면 안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출력부위를 가까이에서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7. 본 제품의 무선통신을 사용함에 있어 인체에 의한 전파 간섭 및 전파 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cm 이상 이격 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 만일 본 제품에서 타는 냄새나 연기 등이 나면 즉시 전원을 제거한 후 고객센터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용 시 화재나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9. 본 제품에 금속제나 타기 쉬운 물질(물품) 등을 올려놓지 마세요. 내부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 화재나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바로 전원을 꺼주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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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

A. 본 제품은 동작 시 천천히 충전 됩니다. 빠른 충전을 원한다면 본 제품을 끈 후 충전 하세요.

   충전기를 정상적으로 연결 후 배터리 LED가 빨간색으로 들어왔는지 확인 하세요.

Q. 절전모드로 설정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A. 본 제품의 절전 모드는 20분동안 해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빔프로젝터 화면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A. 화면 모양이 사다리꼴로 보일 경우 키스톤 조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Q. PC를 Micro HDMI에 연결했는데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A. 윈도우 화면설정이 복제 또는 확장으로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HDMI케이블이 1.4버전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 불량일 수 있으니 케이블을 

   교체 후 확인합니다.

1. 본 제품은 온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서 사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 제품의 렌즈에서 나오는 빛을 책 또는 기타 물품으로 막지 마세요. 렌즈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 

   오랫동안 비출 경우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렌즈가 열을 

   받아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면 열이 누적되어 화면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4. 본 제품은 프로젝션 기능 특성상 사용 중 본체가 뜨거워질 수 있으며, 4~5시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종료시켜 충분히 식힌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5. 본 제품 사용시 장소에 따라 LTE, Wi-Fi 수신율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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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A. 제품의 볼륨을 확인 후, 정상이라면 오디오 코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 가능한 오디오 코덱 : MPEG, Windows Media, WAV, OGG, FLAC, AAC)

Q. USB메모리 또는 MicroSD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A. USB메모리 또는 MicroSD의 포멧 방식이 FAT32 또는 NTFS방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위 두가지 포맷이 아닌 다른 파일시스템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맷 방식은 이동식 디스크의 속성에서 확인가능하며, 포맷방식 변경은 이동식디스크 포맷 시 파일

    시스템에서 FTA32 또는 NTFS로 설정 후 포맷하면 됩니다. 

Q. 제품의 발열이 심합니다.

A. 빔프로젝터 특성상 기본적인 발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충전과 동시에 사용 시 본체 및 

    충전기의 발열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제품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Q. 블루투스 연결이 잘되지 않거나 끊깁니다.

A.  블루투스 기기 종류에 따라 호환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기기간의 거리 또는 주변 통신환경에 

     따라 끊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  LTE 핫스팟의 SSID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LTE핫스팟 설정에서 SSID를 변경하였는지 확인하세요. 연결할 기기의 Wi-Fi를 껐다 켜거나 

    본 제품을 재부팅해도 SSID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장초기화를 진행해 주세요.

위 답변을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당사 고객센터(1522-9260)으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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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파수: Band 3 / Band 8 

3GPP E-UTRA Release 9 Category 4

최대 접속자 수 : 8대

BT V4.2 (BDR, EDR, LE)

주파수: 2.4GHz, 5GHz

주파수: 2.4GHz

LTE

WiFi

Hotspot WiFi

Bluetooth

Micro HDMIHDMI

NANO USIMUSIM

LCoS / Laser프로젝션 방식

WXGA(1366X768p)해상도

Max 200 Lumens밝기

R.G.B Laser광원

16:9 / 800:1화면비/명암비

Screen Size : 20” ~ 100”화면크기

0.6m ~ 3m적정투사거리

10,000 시간Laser 수명

1.35투사비율

Focus FreeFocus 타입

5V / 4A, USB C-Type전원

6,000mAh(Li-Polymer)배터리

eMMC 8GB / 1GBROM / RAM

Micro SD Card(up to 128GB), USB2.0

116mm * 100.5mm * 25.5(T) / 294g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LBN-100

R-CMM-N1R-LBN-100

주식회사 넥스프링 / 대한민국

외장 메모리

크기 / 무게

기자재 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제조자/제조국

ITEM SPECIFICATION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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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LBN-100

구입일자

대  상 보증기간

본체/충전기 구입으로부터 1년

포장박스, 사용설명서, 파우치 보증하지 않음

안내사항

-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증 혜택을 받습니다.

- 무상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 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산정합니다.)

본 품질보증서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하여 구매하신 제품의 내용물을 보증합니다.

제품 본체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낙하, 침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

지정된 전압 이외의 부적절한 전원 연결로 인한 고장.

당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별매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당사의 기술자가 아닌 자의 임의 수리 및 분해로 인한 고장.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품질보증서

유상 서비스 기준

- 보증 기간이 경과했거나 보증 기간 이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됩니다.

제품정보

고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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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정보는 디바이스 설정 》 장치 》 법률 정보 》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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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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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제품문의 : 넥스프링 고객센터(1522-9260)

              www.LTEMINI.com

서비스문의 : KT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www.k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