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1회 접속시간은 최대 60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Japan Connected-free Wi-Fi』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카야마고라쿠엔
Free Wi-Fi

1 -1ㅤSSID를 선택

오카야마코라쿠엔
SSID:Okayama_Korakuen_Free_Wi-Fi
강

①『설정』을 누릅니다.

와

②『Wi-Fi』를 선택하고, 『Wi-Fi』를 ON으로 합니다.
③네트워크란이 표시되므로,
『Okayama_Korakuen_Free_Wi-Fi』를 선택하고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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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쿠엔 정문

오카야마성

鶴見橋
Tsurumibashi Bridge

품은 이용자가 있을 경우, 무선구간(단말기로부터 엑세스
포인트까지의 구간)의 통신내용을 제삼자가 수신하여,

『SSID마다 등록 절차와 재등록 절차가 번거롭다』
그런 고객님들께는
애플리케이션「Japan Connected-free Wi-Fi」
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한 번의 등록 절차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복수의 「Free Wi-Fi」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Okayama Korakuen

Free Wi-Fi

오카야마고라쿠엔

http://www.ntt-bp.net/jcfw/ja.html

②
①

※이용자수와 이용환경에 따라 접속가능 지역이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 암호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를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서비스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①

SSID:DoSPOT-FREE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간단히 접속・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카야마성 등에서도 「Free Wi-Fi」를 이용하고 싶다』

＜iOS>

＜안드로이드>

주의사항

SSID：Okayama_Korakuen_Free_Wi-Fi

(안드로이드, iOS 공통
공통）

Okayama Korakuen

히카

Free Wi-Fi

１인터넷 접속

STEP

아사

오카야마고라쿠엔

접속가능 지역

유해한 정보로의 접속을 규제하는 필터링 과 1회
접속시간의 제한 을 설치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용자 스스로 책임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1 -２ㅤ브라우저 기동

①브라우저 기동.
②브라우저를 엽니다.
포털사이트가 표시되므로,
『인터넷에 접속합니다』를 누릅니다.
＜iOS>

①

입력한 ID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쳐
볼 가능성 이 있습니다. 또한, 보안대책으로써, 인터넷 상의

③

＜안드로이드>

②

①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님※１』

『STEP 2』로

『이미 이용등록을 마친 고객님※１』
『STEP 4 접속완료』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１ 첫 등록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시, 재등록이 필요하므로, 불편하시겠지만
『STEP2』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２ 이용규약의 동의

STEP

２-1ㅤ『등록하기』를 누르다
무료 인터넷 접속 신청이 표시되므로,
『등록하기』을 누릅니다.

２-２ㅤ이용규약의 동의

이용규약을 확인한 후에, 『동의함』을 누릅니다.

３ 이용등록

STEP

４ 접속 완료

STEP

３-１ㅤ이용등록

４-１ㅤ보안 등급

３-２ㅤ등록내용의 확인

４-２ㅤ접속 완료

고객님의 「성명」과「이메일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용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누릅니다.

【경고】보안등급에 관하여 확인한 후에,
『동의함』를 누릅니다.

자동적으로「고라쿠엔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