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도스홈

사용설명서

비씨앤엠 주식회사

주의사항 구성품 각 부의 명칭

사용 방법   사용 방법   문제 해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 전화번호 그대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 전화번호 그대로

토도스홈 사용을 환영합니다. 

가장 먼저 홈페이지(www.todosdialer.com)에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 가입과 서비스 이용료를 구매해 주세요. 

그후, 아래 순서대로 사용해 주세요. 

1. 해외 출국 전, 기기 사용

2. APP 사용

1. 유심 어댑터는 항상 유심과 같이 탈부착해 주세요 

  유심만 먼저 분리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어댑터를 빼지 

  말고 유심을 다시 어댑터에 부착한 후, 함께 분리해 주세요.

2. 유심을 기기에 삽입 시, 반드시 유심을 먼저 유심 어댑터에 

  부착한 후, 유심 어댑터를 유심칩 연결부에 삽입하세요.  

  지키지 않을 시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3. 전원 어댑터는 반드시 DC 5V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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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하는 구성품은 모두 통신 기기이기 때문에 물이나 습기, 

  고온 고열 등의 환경에 두지 마세요. 

5. 제공하는 구성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토도스 고객센터

  (카카오 채널에서 ‘토도스 다이얼러’ 검색)로 연락해 주세요.

  직접 수리한 경우 A/S 불가합니다.

전원 연결부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세요. 

전원 어댑터는 반드시 DC 5V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토도스홈 다운로드 및 로그인하세요

인터넷선 연결부에 랜 케이블

을 연결하세요.

해외 현지에서 한국으로 음성통화와 

SMS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APP을 

실행해 사용하세요.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1. 랜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각 연결부에 맞게 연결하였는지

  확인하세요. 

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todosdialer.com)에서 확인하세요.

모델명 : 

소비 전력 : 대기 상태 180mA / 5V 0.9W

통화 상태 320mA / 5V 1.6W

사용 전압 : DC 5V

사이즈 :  Ø115 X 29mm

무게 : 120g

품명 : 토도스홈

Todos – KR 01

소비 전력 :  

2. 올바른 전원 어댑터(DC 5V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였는지 

  확인하세요. 

3.  유심 어댑터에 바르게 부착해 유심칩 

  연결부에 삽입하였는지 확인하세요.

유심(nano size)을

4. 그래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토도스 고객센터 

  (카카오 채널에서 ‘토도스 다이얼러’ 검색)로 연락해 주세요. 

3의 유심 어댑터를 유심칩 

연결부에 삽입하세요. 

사용 준비 완료.

해외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걸 때, 

APP 내에 자동 등록된 연락처 리스트를 

선택하거나, 한국에서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입력하세요. 

국가번호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해외 현지 네트워크(유심 또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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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 유심을 사용 중이라면 유심을 유심 어댑터에 부착하지

  않고 유심칩 연결부에 삽입하세요. 

  유심칩 연결부는  설계되어 있습니다.micro 유심 사이즈로

스마트폰의 유심 을

꺼내 유심 어댑터에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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