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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구조

아이콘 안내

구성품 확인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구성품 사용안내

휴대전화 전원 켜기/끄기

휴대전화 옵션

지자기 센서 사용안내

화면 캡처 사용안내

가속도 센서 사용안내

터치스크린 사용안내

문자 입력방법

무선 및 네트워크 설정

01 
사용하기 전에 



14

메뉴 구조

다이얼

메뉴 

Google 기능

Google 계정 98
Gmail 101
토크 104
캘린더 108
마켓 111
음성 검색  113
내비게이션  113
지도 114

인터넷 기능

인터넷 118
이메일 122
RSS 리더 126
YouTube 129
뉴스 및 날씨  131
SNS 매니저 132
SKY 트위터 133
SKY 미투데이 134
블로그노트 135
파일탐색기  136

멀티미디어 기능

카메라 138
갤러리 147
T-DMB 150
SKY 뮤직 155
SKY 동영상 158
비디오 스튜디오  162
쌓아쌓아 163
그림팡팡2 164

편의 기능

SKY 플래너  166
녹음기 168
계산기 169
SKY 컨텐츠 전송 170
지하철 노선도 170
전자사전 172
편의시계 174
날씨 175
스마트노트 176
알람/시계 178
단위환산 179
수평계 179
노트패드 180
나침반 180
문서뷰어 181
데이터매니저  182
지역 정보 182

LG U+ 서비스

OZ 070 전화 184
LG U+ 고객센터 186
OZ 웹뷰어 186
OZ Life 24 187
U+ Lite 187
오픈넷 187
컨텐츠 관리자 188
통화편의 서비스 189
U+ 앱마켓 190
OZ 티켓팅 191

설정 

SKY 스테이션 194
SKY 백업 196
바이로봇 백신설치 198
착신벨/음량 199
사운드 200
디스플레이 201
통화모드 202
프로그램 관리 206
시스템 208

음성전화 걸기  58
음성전화 받기  62
통화 중 기능  63
영상전화  67
통화기록  71
전화부  75
그룹  82
단축번호  84
SKY 프렌즈  84

메시지

메시지 86
메시지 보내기 89
메시지 보관함 91
첨부파일보관함  92
환경설정 93

홈 배경화면을 길게누름

SKY 위젯  48
위젯  48
바로가기  48
폴더  48

전화부

전화부 75



15

사
용
하
기
 전

에

 : 음성전화 걸기를 시도하거나 통화 중에 있을 때 표시

 : 부재중 전화가 있을 때 표시

 : 다른 전화로 전달 중일 때 표시

 :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통화 중일 때 표시

 : 영상전화 가능 표시 

 : 영상전화 불가능 표시

 : 영상통화 발신이나 수신 시 표시

 : 알림 내용이 더 있을 때 표시

 :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경고 표시

 : 로밍 중일 때 표시

 : U�+ 앱 마켓 다운로드 상태일 때 표시 

 : U�+ 앱 마켓 다운로드 에러 상태일 때 표시 

 : U�+ 앱 마켓 다운로드 완료된 상태일 때 표시

 :  문자/음성 및 MMS 메시지 수신 시 표시(새로운 문자/음성 및 MMS 

 메시지 수신 시 아이콘이 나타나고 확인하면 사라짐.) 

텍스트 입력 모드 시 표시

국문 영대 영소 숫자 기호 텍스트
이모티콘

 : e-mail 수신 시 표시 

 : ECB 모드 설정 시 표시 

 :  LG U�+ 모바일 메신저 수신표시 

아이콘 안내
휴대전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안내합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을 경우 표시 

 :  업데이트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이 있을 때 표시 

 :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있을 때 표시 

(SKY 서버 목록에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생겼을 경우)

 :  알림 설정이 OFF 일 때 표시 

 : 뮤직 재생 시 표시

 : 메모리 부족 시 메시지 수신 불가를 표시 

 : 자동응답 설정 시 표시 

 : 음성메일(자동응답)수신 시 표시

 : 동기화 표시

 : 동기화 중일 때 표시

 : 동기화 실패하였을 때 표시

 :  알람 기능 설정 시 표시

 :  통화 중 음량 설정 시 표시

 :  통화 중 음소거 표시

 : 무음 설정 시 표시(단, 미디어 및 알람 제외)

 :  타이머기능 실행 시 표시

 :  무음진동 설정 시 표시(단, 미디어 및 알람 제외)

 : 블루투스 전원이 켜진 상태일 경우 표시

 :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되었을 때 표시

 : 블루투스 전송중일 경우 표시

~ : Wi-Fi가 켜진 상태일 경우 신호 감도 표시

 : 개방형 Wi-Fi 네트워크 사용가능할 때 표시

 : TTY 서비스 사용중 표시

 : 스피커폰 사용 중에 있을 때 표시 

 : OZ 070 전화 사용이 가능할 경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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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Z 070 전화가 꺼진 상태일 경우 표시 

 : 데이터매니저 사용 중일 때 표시

 : GPS 위성 사용 중일 때 표시

 : 확인할 알림 내용이 있을 때 표시

 : USB 디버깅 연결 되었을 때 표시

 : 디스크 용량이 부족 시 표시

 : 외장 메모리카드가 인식 불가능일 때 표시

 : 외장 메모리카드가 준비 중일 때 표시

 : USB를 통해 PC와 연결되었을 때 표시

 : 3G무선 데이터 서비스 사용 중에 있을 때 표시

 : 데이터 다운로드 상태일 경우 표시

 : 데이터 업로드 상태일 경우 표시

 : 테더링 또는 핫스팟이 미진행 중일 때 표시

 : 3G 데이터 연결 불가능할 때 서비스 지역의 CDMA 신호세기 표시 

 : 3G 데이터 연결 가능할 때 서비스 지역의 CDMA 신호세기 표시 

 : WCDMA 로밍 시 표시

 : 서비스 신호가 없을 때 표시

 : 비행기 모드 설정 시 표시

 : T-DMB 시청 중 신호세기 표시.

 ~  :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

 ~  :  배터리 충전 중 잔량을 표시

  : 현재 시각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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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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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에

■  휴대전화 케이스에 열쇠나 동전 

등의 금속 재질을 휴대전화와 함

께 보관하면 스크래치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조업체의 정책에 따라 실제 제

품은 본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별도의 보호필름을 부착 시

Protection Tape와 기본 부착된

화면보호필름 2가지 모두 제거 하

신 후 시판되는 보호필름을 부착하

여 사용하십시오.

휴대전화 구입 시 먼저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스테레오 이어마이크

(EM-1460)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포함)

(ML-A725L)

Micro SD Card 8GBTDMB 외장형 안테나 

(TAT-170)

휴대전화(IM-A725L)

화면보호필름

(화면보호필름은 제품에

부착되어 제공되며, 상단

부착된 Protection Tape

제거 후 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안테나 부분에 영향을 주는 금속재질의

악세사리(스티커)등을 사용하거나 통화

또는 데이터 교환중에 안테나가 내장된

부분을 손으로 잡게 될 경우 통화 품질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충전 어댑터 

(TA-110)

표준형 배터리 2개

(BAT-6720M)

표준형 배터리 커버 데이터매니저 케이블

(IMCBL-1700)

배터리 충전 거치대

(BTC-100)

구성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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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유의사항 
■   GPS 및 Wi-Fi 안테나 손상에 주의하세요. 고의로 잡아 뜯거나 손상 시 

 GPS 성능 및 Wi-Fi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안테나(배터리 커버 내측에 위치함)를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

여 스크래치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화면을 켜고 끔, 통화 종료, 길게 눌러 전원켜기, 휴대전화 옵션 사용

 (무음 모드, 비행기 모드, 종료)

8  이전화면으로 돌아가기
9   메뉴보기(실행하는 기능 및 메뉴에 따라 다른 메뉴가 실행)
10  모든 메뉴 기능 화면에서 홈 스크린으로 이동/길게 누르면 최근 실행  
 프로그램 확인 및 작업관리자

19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검색, 길게 눌러 음성 검색

1   3.5 pi 스테레오
 이어폰 연결단자

2  종료/기능키

3    카메라 렌즈

4  근접 센서

5  이어피스(수화부)

6  I/O 포트

7  터치스크린

8  이전/기능키

9  메뉴/기능키

10 홈/기능키

11  마이크/스피커  

12 GPS 안테나(내장형)

13  블루투스/Wi-Fi
 안테나(내장형)

14 액세서리 연결고리

15 카메라 렌즈

16 배터리 커버

17 볼륨키

18 안테나(내장형)

19 검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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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전

에

후면 카메라 렌즈
사진/동영상 촬영 시 이용

(P140, 144참조)

근접 센서
통화중 자동으로 홀드 조절

3.5 pi 스테레오 이어폰 
연결단자 

I/O포트
 데이터매니저 케이블, TDMB 외장형 

안테나, 충전 어댑터 연결 시 이용

(P22, 21참조)

유의사항  
 이 부분에 금속물질이 닿게 되면 

합선으로 전원이 꺼질 수 있으므로, 

마개를 항상 닫아주세요. 만약 전원

이 꺼진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한 

후 다시 끼워 전원을 켜주세요.

유의사항  
휴대전화를 얼굴에 너무 밀착하여 

통화할 경우 마이크 부분을 가려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메뉴/기능키 ▶ [메뉴]

홈/기능키 ▶ [홈]

이전/기능키 ▶ [이전]

볼륨키 ▶ [볼륨]

검색키  ▶ [검색]

종료/기능키  ▶ [종료]

이후 버튼은 위와 같이 표기합니다.

유의사항  
스테레오 이어폰은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일부 이어폰에

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접센서는 검은색 물체나 난반사

를 일으키는 물체 또는 센서 위에 

물체를 부착할 경우 근접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음성/영상/OZ 070 전화 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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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사용안내

배터리 사용안내

배터리 사용시간

① 배터리 윗부분을 휴대전화의 홈

에 맞춘 후, ② 배터리를 아래 방

향으로 밀어 맞춥니다.

배터리 커버를 휴대전화 위로 포개

놓은 후, 아래의 2개 홈과 중앙부

각 홈을 눌러 주고, 위의 각 홈을

눌러 줍니다.

배터리 분리하기

 ■  *로 표시된 사용 시간은 당사 실험실에서 

계측기로 측정한 값입니다.

■  설정환경 및 데이터 유무에 따라 배터리 

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i-Fi ON 시

■  차량/도보로 이동 시 신호 세기 상태에 따라 최적의 교신상태 유지를 위

해 해당/인접지역의 기지국과 주기적으로 교신하게 되어 이동하지 않을 

때 보다 전류가 더 소모되어 표기 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  배경화면을 라이브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게 되면 전류 소모가 많아져 표기 

시간보다 짧아집니다.

■  배터리에 표기 되어있는 제조번호의 앞 6자리는 제조 년/월/일입니다. 배

 터리 사용 전 확인하세요.예)2011021213A8ZA/K (날짜 : 2011년 02월12일 /  

 KC모델명표시 : /K)

■  배터리 사용시간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임 소모전류는 마켓 등 외부에서 다운받

은 게임을 평균한 값입니다.

■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  VOD 재생 시 사용시간은 스테레오 이어마

이크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상파 DMB 
약 340분*

 
(TDMB)이용 시

 카메라 작동 시 약 300분*

 게임 이용 시 약 260분*

 VOD 재생 시 약 360분*

■  연속통화일 경우 블루투스로 기기 연결 후 

연속 통화한 시간입니다.

블루투스 전원 ON

 연속통화(BT사용) 약 327분*

 연속대기(BT-on) 약 246시간

  상태       
배터리 종류 표준형

  상태       
배터리 종류 표준형

배터리 커버 뒷면 중앙부를 누르면

서 아랫부분의 홈에 손가락을 끼운

후 위로 올려 분리합니다.

홈부분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분리됩니다.

배터리 끼우기

 연속음성통화 약 330분*

 연속대기(Wi-Fi ON) 약 242시간

 연속대기(Wi-Fi OFF) 약 258시간

  상태       
배터리 종류 표준형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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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 빈 배터리 모양 ( )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

고, 알림음이 울리면서 경보 메시지 음성과 창이 나타납니다. 충전을 하

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경보 메시지가 나타나고 휴대전화가 꺼집니다. 

배터리 부족 알림음은 '효과음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P200참조)

배터리 충전경보

■   충전 어댑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110V 또는 220V)에 꽂아 주세요.

*110V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어댑터를 구입해 사용하세요.

배터리 충전 방법

①  배터리 충전 거치대와 충전 어댑터를 

화살표 방향과 같이 연결합니다. 

반드시 충전 어댑터의 [B]각인이 위로 

향하게 꽂아주세요.  

② 화살표 방향으로 배터리를 끼웁니다.

배터리 충전 거치대(BTC-100)

① 

②

■   충전 시 I/O포트를 열고 그림처럼 [B]각인이 아래로 향하게 충전 어댑터

를 바로 연결합니다.

■   자사의 KC인증을 받은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일부 충전 어댑터에

서 충전 중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제품의 손상(휴대전화 및 배터리 성능

저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TA-100/TA-110)

■  배터리 충전 거치대 램프가 빨간색으로 켜지면서 충전이 시작되고 배터
 리 충전이 완료되면 램프가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  배터리 충전 거치대를 이용하여 충전할 경우 램프가 깜박거리면 접촉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터리나 충전 어댑터(TA-100/TA-110)를 
 뺐다가 충전 거치대에 다시 잘 끼워주세요. 그래도 계속 깜박거리는 등의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 충전 거치대는 반드시 전용 거치대인 BTC-100을 사용하세요.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거치대를 사용 시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 시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므로 완전히 충전시

킨 후에 사용하세요.

■   너무 춥거나 더운 곳에서 충전할 경우 충전 시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차량용 충전기 중에서 battery ID를 체크하지 않는 충전기는 홀드 화면에
서 충전중 % 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전원을 켜 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할 경우 충전완료 램프(연두
색 램프)가 켜져 있어도 100% 충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TA-100/TA-110)

배터리 충전 시간

 충전 어댑터와 연결 시 약 180분 

 배터리 충전 거치대와 연결 시 약 200분 

 상태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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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재생 시 전화가 오면 통화 버

튼을 길게 누르면 음악이 일시정지 

되어 통화가 가능하고 또 한번 길게 

누르면 통화가 종료되고, 다시 음악

이 재생됩니다. 단, 이어마이크 및 

차량용 핸즈프리 버튼으로 전화를 

걸 수는 없습니다. 

■   스테레오 이어마이크는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지정된 제품이 아닐 

경우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단의 연결단자에 그림과 같이 스테레오 이어마이크를 꽂습니다. 헐겁게 

꽂혀 있으면 오작동 및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꽂아주세요.

스테레오 이어마이크 사용안내(EM-1460)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려면
■   조명 밝기를 어둡게, 조명 시간을 짧게 설정합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를 참조하세요.(P201참조)

■   Wi-Fi, 블루투스, 3G 데이터 접속 설정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꺼 놓습니다. 설정의 '무선 및 네트워크'를 참조하세요.(P208참조)

■   데이터 자동 동기화 기능을 필요하지 않은 경우 꺼 놓습니다. 

 설정의 '계정 및 동기화 설정'을 참조하세요.(P212참조)

■   나의 위치를 탐색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설정의 '위치 및 보안'을 참조하세요.(P210참조)

배터리 상태 확인하기
■   배터리의 각종 정보를 확인하여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정보의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방전 상태와 배터리 잔량 수준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216참조)

■   휴대전화 정보의 '배터리 사용'에서 사용중인 기능들의 배터리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216참조)

■  IMCBL-1700은 PC와 연결하는 microUSB 

고속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microUSB입

니다. 5핀 커넥터를 적용한 휴대전화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M-A725L은 IMCBL-1700 데이터매니저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단,  

 충전 어댑터 보다 충전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각 모델별로 지정된 데이터매니저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매니저 케이블 사용안내(IMCBL-1700)

■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는 TDMB 시청/청취 시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스테레오 이어마이크 EM-1460을 사용하세요.

■   알맞은 잭을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연결이 바르지 않을 경우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TDMB 외장형 안테나 포트의 마

개를 열고 안테나를 꽂습니다.

헐겁게 꽂혀 있으면 오작동을 일

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끼워 주세요.

TDMB 외장형 안테나 사용법(TAT-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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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외장 메모리 카드가 사용 중일 때(데이터 저장, 삭제, 초기화, 재생 중일 때)

카드를 빼거나 배터리를 휴대전화에서 분리할 경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동작하지 않거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장 메모리 카드를 잘못

취급하여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지워질 경우 제조업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강한 정전기 또는 전기적 잡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지

 마세요.

■ 고온 다습하거나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 외장 메모리 카드에 압력 또는 충격을 주거나 구부리지 마세요.

■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카드를 젖게 하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장시간 카드 사용 후 바로 꺼내면 카드에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때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카드가 손상되거

 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해 주세요. microSD 카드만 사용가능하며,

 다른 메모리 카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는 오랜 기간 사용하면 수명이 다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새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는 제조사에 따라 탈부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탈부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장 메모리 카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 

 의하세요.

■  외장 메모리 카드는 사용 중 부득이하게 포맷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PC

 또는 해당 휴대전화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경우 카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제공되는 microSD 카드는 휴대전화기기 사용을 권장하며, 과전압 

 또는 고온 고습에 장시간 노출 시 카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 사용안내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외장 메모리 카드는 microSD 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    

 며 32GB까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microSD 카드는 용량 및 제조 

 회사별로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 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microSD 카드를 사용하여 사진, 동영상, 문서, MP3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SD카드 용량이 가득찬 상태에서는 SD카드가 인식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유공간을 확보한 후 삽입하세요.

■  microSD 카드는 기본 구성품(외장 메모리 카드) 또는 microSD 카드전문 

 판매점에서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를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설정의‘휴대전화 저장공간’

 에서 SD 카드 마운트 해제를 선택하거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한 후에 microSD 카드를 제거합니다.

■  전자사전 데이터는 기본 구성품의 외장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으며,

 외장 메모리 없이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의 분실 또는 포맷 등으로 인해 전자사전 데이터가 손 

 실되었을 경우에는 www.isky.c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의 금색 단자가 아래

쪽으로 위치하며, 카드의 모서리 깎인

부분이 그림처럼 되도록 방향을 잘 확

인한 후 홈에 맞춰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빼냅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 넣고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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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옵션

무음 모드 설정하기

[종료]를 길게누름 ▶ [무음 모드]
■  무음 모드를 설정하면 알림/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이 표시되며, 모든 

 벨소리, 효과음 등의 소리가 무음 처리 됩니다.(단, 미디어 및 알람제외)

■  해제하려면 다시 한번 [종료]를 길게 누르고 [무음 모드]를 선택합

 니다.

비행기 모드 설정하기

[종료]를 길게누름 ▶ [비행기 모드]

■  [메뉴] ▶ [설정] ▶ [시스템] ▶ [무선 및 네트워크] ▶ 비행

 기 모드에서도 비행기 모드를 설정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P208참조)

■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면 알림/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이 표시되며, 

 Wi-Fi나 블루투스, 3G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기능이 꺼집니다. 단, Wi-Fi 

서비스가 지원되는 기내에서는 Wi-Fi기능을 다시 켜면 사용가능합니다. 

■  해제하려면 다시 한번 [종료]를 길게 누르고 [비행기 모드]를 선

 
택합니다.

휴대전화 전원 켜기�/끄기

전원 켜기  

[종료]를 길게누름 

전원 끄기  

■  비정상적인 종료 시 순간적으로 휴대전화 

 화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

 시적인 현상으로 화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료]를 길게누름 
▶ [종료] ▶ [확인]

■  시스템에 손상이 생겨 부팅이 되지 않을 때

 [볼륨하], [종료], [홈]를 눌러

 �Recovery모드로 진입하여 시스템 복구를 

 위한 여러가지 메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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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기 센서 사용안내
지자기 센서를 통해 휴대전화의 위치와 방위를 파악해 나침반 또는 증강현실
이 적용된 일부 마켓 응용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사용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자기장이 심하지 않은 환경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지자기 센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지자기 센서를 조정하는 응용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를 좌/우, 위/아래로 흔들고 양쪽으로 뫼비우스 모양을 그리며 4~5

회 회전하는 것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   뫼비우스 모양으로 회전 시킬때 손목으로만 움직여야 센서 조정이 잘 됩니다.  

지자기 센서 조정(Calibration)

화면 캡처 사용안내

■  [홈]과 [종료]를 동시에 눌러 휴대전화 사용 중 간편하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  캡처된 이미지는 갤러리의 'screenshot'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147참조) 단, 동영상 화면과 카메라 프리뷰 화면은 캡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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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영상 ALBUM 및 갤러리, 뮤직/동영상 플레이 시 휴대전화가 회전

되어도 동일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   보여지는 방향에 따라 키 사용법은 달라지므로 확인 후 사용하세요.

'사진 앨범'의 경우

▶

▶

90도 회전

-90도 회전

회전효과가속도 센서 사용안내

▶

▶

■   갤러리의 목록과 커버플로우(카드보기)에서 휴대전화의 방향을 기울이면 

사진이 방향에 따라 기울어집니다.

■   가속도 센서는 갤러리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인터넷 등 다른 부분에서도 

동작합니다.

'갤러리'의 경우

우측으로 

기울임 

좌측으로 

기울임 

동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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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사용안내

터치스크린 사용안내 및 실행방법

■  원하는 기능의 터치스크린을 손가락 끝으로 정확하게 눌러야 하며, 케이

스나 비닐 등이 덮여 있을 경우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메뉴] ▶ [설정] ▶ [시스템] ▶  [소리]에서 햅틱 반응을 설정

하세요.(P209참조)  

■  햅틱 반응을 설정할 경우 모터수명 단축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익숙

 해지면 해제하여 사용하세요.

주의사항
■  터치 센서가 손상될 수 있으니, 터치스크린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하세요. 

■  깨끗하고 물기가 없는 손으로 사용하세요. 

■  장갑 착용 상태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세요.

■  금속물질과 같은 전도성 물질을 가까이 할 경우 터치 스크린이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터치스크린은 단단한 곳에 떨어뜨리거나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제공된 보호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손 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터치스크린을 만지지 말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하세요.

■  화면은 밝은 곳(직사광선, 햇볕 등)에서 사용할 경우, 보는 위치에 따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나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적당합니다. 

■  정전식 터치 방식은 일부 충전 어댑터로 충전 중 화면 터치 시 오동작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사의 KC 인증을 받은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터치하기  원하는 메뉴나 실행할 항목을 바로 터치합니다.  

2 롱터치 하기  원하는 메뉴나 실행할 항목을 길게 누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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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크롤1 하기   아래 항목이 있을 때 아래에서 위로 끌어당깁니다.

6 스크롤2 하기  좌/우, 상/하 원하는 값/위치로 끌어줍니다.

▶

▶

3 드래그1 하기  이동을 원하는 항목을 길게 눌러 원하는 자리로 끌어줍니다.

4  드래그2 하기  좌/우 방향중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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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대하기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

8 축소하기  손가락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

➐,➑ 인터넷, 사진보기, 지하철 노선도 실행 시 사용

설정 기능 저장하기

■  시스템 설정에서는 [이전]를 누르면 설정 

 이 저장되며 이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정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홈 스크린 

 보기로 이동하려면 [홈]을 눌러야만 홈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   [저장]를 누르면 저장이 되며, [이전]  

를 누르면 설정이 저장 되지 않고 이전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이전]를 눌러 설정 저장

[저장]를 눌러 설정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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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위젯 실행방법

배경화면을 길게누름

원하는 항목을 배경화면
으로 끌어서 이동

원하는 항목선택 원하는 항목누름

[SKY 위젯]를 누름 위젯메뉴를 좌/우로 드래그 
하여 원하는 항목을 찾기

▶   ▶   

▶   ▶   

■   [메뉴] ▶ [추가] ▶ 

[SKY 위젯]를 선택한 후 위젯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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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를 길게누름 최근 실행 프로그램이 
나타나며 원하는 항목누름

항목이 나타남

▶   ▶   

 [홈]를 길게누름 [작업관리자]를 
누름

원하는 항목누름

▶   ▶  

2  작업관리자

■   [작업관리자]를 누르

면 실행중, 시스템, 사용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중]

에서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종료보호 On/Off 설

정 및 상태, CPU, 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중 목록에 보

이지 않습니다.

최근 실행 프로그램 
사용방법

1   최근 실행 프로그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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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표시를 누르면 메뉴 확인

▼ 

항목이동과 선택방법 ➊ 원하는 항목을 바로 눌러 선택

➋   이전/다음 항목으로 이동

➌  원하는 항목의 , 를 
 누르면 체크 표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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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탭이 표시될 경우 원하는 
 탭을 눌러 해당 항목 확인

➐   원하는 항목의 를 끌어 
 이동 및 선택하여 설정

➎  표시를 누르면 메뉴 확인

▶

➑ 화면을 가볍게 두번 눌러 확대

▶

➒  홈 스크린 화면 상단의 를 누르면 홈 미리보기 
 화면이 3D로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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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홀드 해제 

■  아이콘을 슬라이드하여 화면을 해제할 수 

있는 홀드화면으로 설정된 경우, 화면잠금

을 해제하려면 화면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아이콘을 누르면서 슬라이드 합니다.

■  그린 홀드 설정 시 화면잠금 상태일때 부재

중 전화, 미확인 메시지/이메일이 있는 경우 

화면  하단에 아이콘이 나타나며 해당 아이

콘을 화 면 중앙원에 끌어 이동하면 해당 화

면으로 이 동됩니다. 

■  [메뉴] ▶ [설정] ▶ [디스플레이] ▶ [홀드]에

서 그린 홀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홀드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P201참조)

모던 홀드 해제 

■  아이콘을 슬라이드하여 화면을 해제할 수 

있는 홀드화면으로 설정된 경우, 화면잠금

을 해제하려면 화면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

라 아이콘을 누르면서 슬라이드 합니다.

■  화면잠금 상태일때 부재중 전화, 미확인 메  

시지/이메일이 있는 경우 화면 해당 아이콘  

을 화면 중앙원에 끌어 이동할 수 있으며, 

SNS매니저, SKY 뮤직 아이콘도 끌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뉴] ▶ [설정] ▶ [디스플레이] ▶ [홀드]에서 

모던 홀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홀

드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P201참조)

Android 홀드 해제
■  아이콘을 슬라이드하여 화면을 해제할 수 있

 는 홀드화면으로 설정된 경우, 화면잠금을  

 해제하려면 화면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아 

 이콘을 누르면서 슬라이드 합니다.

■  [메뉴] ▶ [설정] ▶ [디스플레이] ▶ [홀드]에

 서 Android 홀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의 '홀드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P201참조)

터치스크린 화면잠금 설정하기

터치스크린 화면잠금 해제하기

터치스크린 잠그기
■  휴대전화 사용 중 [종료]를 짧게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잠금 상태

 가 됩니다.

자동 터치 잠금 설정
■  터치스크린을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지고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됩니다. [메뉴] ▶ [설정] ▶ [디스플레이] ▶ [조명]에서 조명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조명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P212참조)

■   기능 사용 중 화면을 잠그거나 자동으로 잠금이 설정될 경우, 실행 중인  

기능은 종료되지 않으며, 잠금을 해제하면 실행 중인 기능을 이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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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해제 패턴이 설정되었을 경우
 ■  휴대전화의 보안을 위해 잠금해제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위치 및 보안 설  

 정'을 참조하세요.(P210참조)

■  보안 잠금이 패턴으로 설정되었을 때 패턴을

 연속으로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30초 동안 

 패턴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때 Google 계정이 

 등록되어 있으면 '패턴을 잊으셨나요?'라는 문 

 구가 나타나고, 해당 키를 누른 뒤 등록한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패턴을 20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휴대전화가 

 완전히 잠깁니다. 이때는 Google 계정 정보를 

 입력해야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패턴을 잊어버린경우 SKY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www.skyservice.co.kr)의
 '스마트폰 잠금해제' 메뉴를 통해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 Google 계정 등록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잠금 설정해제하기

 ■  휴대전화의 보안을 위해 PIN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위치 및 보안 설 
 정하기'를 참조하세요.(P210참조)

■  PIN은 숫자 4자리 이상이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4자리 이상의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PIN/비밀번호를 잊어버린경우 SKY 사이버 고객
센터 홈페이지(www.skyservice.co.kr)의 '스마트폰 
잠금해제'메뉴를 통해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  Google 계정 등록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PIN/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할 경우

문자 입력방법

한글 키보드로 입력하기

메시지 작성의 내용을 입력할 때, 전화부에 정보를 입력할 때, 메모나 일정 

등 스케줄 관리 시, 컨텐츠의 이름을 입력할 때, 검색할 때 등 문자를 입력할 

경우 참조하세요.

문자 입력창을 길게누름 ▶ 입력 방법 ▶ 한글 키보드

■  처음 사용 시에는 모바일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BC], [한글]를 길게 누르면 한글 키보드 설정, 입력 방법, 모바일 

서비스 약관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

지움

한글/영문/숫자, 기호 입력 
모드 전환

특수기호 입력모드 전환

음성 입력

띄어쓰기

길게 눌러 문장부호 선택 입력

다음줄로 이동

영문 대문자, 한글 된소리/ 
영문 소문자, 한글 일반/ 
영문 대문자 고정 입력 전환 

     키 안내              상세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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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입력기로 입력하기

문자 입력창을 길게누름 ▶ 입력 방법 ▶ SKY 입력기

입력 모드 선택
■  를 눌러 기본 키패드, 스마트 키패드, 쿼티 키패드 중 원하는 입력모드

 를 선택합니다.

■   를 길게 눌러 SKY 입력기 설정 메뉴로 진입할 수 있으며, 키 누를 때 진

 동/소리발생, 키보드 설정, 단어 추천 설정, 입력모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 입력은 일부기능에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예 : 전화번호 입력)

  키 안내     상세설명

■  a, e, i, o, u, y, c, s, n 의 문자를 길게 누르면 유럽어 등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ㅂ, ㅈ, ㄷ, ㄱ, ㅅ의 문자를 길게 누르면 된소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움

 /     영문 대문자/소문자 입력 전환

      띄어쓰기

       음성 입력      

       숫자/기호 입력 전환

       한글/영문 입력 전환

       다음줄로 이동 

■  한글 입력에서 '좋아'의 ㅎ,ㅇ 에서처럼 한 키 안의 문자를 이어서 입력해

야 할 때 앞 단어를 완성 시킨 후 약 1초동안 기다린 후 입력하면 자동으

로 옆으로 이동됩니다. 입력 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멀티 탭 시간과 키 반복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틀린 경우 [지움]로 지우세요. 짧게 누르면 한 글자씩, 길게 누르면 

 전부 지워집니다. 
■  띄어쓰기할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  기호/이모티콘 모드에서 키패드의 / 를 눌러 여러가지 기호/이모티

 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한글 입력에서 된소리는 한글 모드에서 해당 자음(ㄲ은 /ㄸ은 

/ㅃ은 /ㅆ은 /ㅉ은 )를 세 번씩 누르면 입력됩니다.

■    기본키패드, 스마트 키패드, 쿼티 키패드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각 버

 튼의 왼쪽하단의 숫자 또는 기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난 Sky가 좋아~*̂ *̂'를 입력하려면

1  기본 키패드 방법

아

1초 후

난 영문모드

영대모드 영소모드

좋

두번

기호모드

이모티콘 모드

s

*̂ *̂

k

띄어쓰기

두번

y 한글모드 가 띄어쓰기

두번

두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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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키패드 방법

3 쿼티 키패드 방법

▶

▶

➋  스마트 키패드 방법
자음, 모음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있는 문자가 모두 활성화 되며, 'ㄲ'글자 

입력 시 'ㄱ'을 눌러 나타나는 문자를 상, 하, 좌, 우로 드래그 입력할 수 있

습니다. 한글 입력에서 키패드를 길게 누르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➌  쿼티 키패드 방법
일반적인 컴퓨터 자판과 유사한 키보드의 자음, 모음 버튼을 직접 터치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메뉴] ▶ [설정] ▶ [시스템] ▶ [언어 및 키보드]에서 언어

선택, 사용자 사전, SKY 입력기, 한글 키보드 세부 설정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P214참조)

■    [메뉴] ▶ [설정] ▶ [시스템] ▶ [음성 입력 & 출력] ▶ [음 

성 인식기 설정]에서 언어, SafeSearch, 불쾌감을 주는 단어 차단의 세

부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P215참조) 

[음성입력]를 눌러 원하는 음성을 발음하면 음성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정확하지 않게 발음하면 원하는 문자로 입력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은 여러나라의 언어 인식이 가능합니다.

음성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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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편집하기

문자입력 중 원하는 문자영역을 선택하여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등의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선택

문자입력 중 ▶ 문자 입력창을 길게누름 ▶ 단어 
선택/모두 선택
■  문자 입력창에 커서가 표시됩니다.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편집  

 할 문자 영역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해당 문자 입력창의 내용을 모두 선택하려면 문자 입력창을 길게 눌러

 모두 선택을 누릅니다.

■  문자 입력창을 길게 눌러 텍스트 선택 중지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됩

 니다.

잘라내기

문자입력 중 원하는 문자를 선택 ▶ 문자 입력창
을 길게누름 ▶ 잘라내기 

복사

문자입력 중 원하는 문자를 선택 ▶ 문자 입력창
을 길게누름 ▶ 복사

붙여넣기

원하는 문자를 잘라내기 또는 복사 ▶ 문자 입력
창을 길게누름 ▶ 붙여넣기 
■  잘라내거나 복사한 문자 내용은 휴대전화의 클립보드에 저장되므로,   

 어떠한 기능이나 메뉴에서 잘라내기 또는 복사한 문자 내용은 다른 기능  

 과 메뉴에서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전에 추가

사전에 등록할 단어 입력 ▶ 자동완성 기능 영역
창의 단어를 길게 누름
■  사용자 사전에 저장된 문자는 문자 입력시 해당 단어의 일부분을 입력하 

 면 추천 단어로 보여지며, 선택하면 그대로 입력됩니다.

■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를 저장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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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및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하기

[메뉴] ▶ [설정] ▶ [시스템] ▶ [무선 
및 네트워크] ▶ 3G 데이터 접속 설정 
■  휴대전화로 음성 전화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사업

 자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3G 데이터 네트워크를 항상 켜놓으면 경우에 따라 과중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배터리 소모가 많습니다.

■  Wi-Fi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G 데이터 네트워크로 인터넷 브라우저 

 등을 연결하면 경우에 따라 과중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i-Fi 설정하기

[메뉴] ▶ [설정] ▶ [시스템] ▶ [무선 
및 네트워크] ▶ Wi-Fi 설정 
■  휴대전화에서 웹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사용 가능한 Wi-Fi를 검색하여 연결합니다. 보안설정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의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의 보안정보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연결이 가능하며, 개방 

 형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WI-Fi를 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i-Fi 연결방법과 설정에 관한 내용은 '무선 및 네트워크 설정'을 참조하 

세요.(P208참조)

블루투스 사용하기

1  블루투스 헤드셋의 통화버튼을 눌러 걸기/받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걸기 : 블루투스 헤드셋의 통화버튼을 누르면 최근 발신번호로 
 연결 됩니다.

3  받기 : 착신 시 블루투스 헤드셋의 통화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헤드셋/핸즈프리 연결 시 통화기능

■  각 기능은 블루투스 헤드셋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기기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헤드셋의 경우 연결 해제 시 휴대전화로 재 연결을 시도할 수 있으

며, 재 연결된 서비스는 사용자의 최초 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핸즈프리 연결 시 통화 중 블루투스 헤드셋의 통화버튼을 길게 누르면,  

헤드셋과 휴대전화간의 음성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화 중    
[블루투스]를 눌러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블루투스 헤드셋의  경

우 음성전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뉴] ▶ [설정] ▶ [시스템] ▶ [무선 
및 네트워크] ▶ 블루투스 설정

블루투스 SIG 인증 QD ID는 B0175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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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기기 연결 시
1  음악감상：서비스 리스트에서 '스테레오 헤드셋'을 포함하여 연
 결할 경우, SKY 뮤직에서 스테레오 원음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헤드셋을 스테레오로 연결한 후 등록기기 리스트에서 추가로 하나 더 스테

레오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어, 2대의 헤드셋으로 음악을 청취 할 수 있습

니다. 2대를 연결할 시 헤드셋 특성이 서로 달라 음질저하가 생길 수 있습

니다.

■  헤드셋에서의 볼륨 조절은 헤드셋 자체의 볼륨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

레이어의 볼륨은 휴대전화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  오디오 헤드셋은 해당 오디오 기기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조합이 리스트에

서 표시됩니다. 해당 기기의 서비스 연결 목적을 확인 후 서비스 연결 하

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전송 시
1  사진파일전송：'갤러리'에 저장된 사진파일을 전송합니다.

2  전화부전송：'전화부'에 저장된 전화부를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따라 송/수신 가능한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PC의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경우,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PC를 이용

하거나, 외장형 블루투스 동글(Dongle)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의 블루투스 장치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주의사항

1  블루투스란 근거리 무선 네트워킹 기술로 2.4㎓ 주파수를 이용해
 일정거리(약10m이내)의 공간에서 각종 장치를 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PC 등의 
 통신 기기는 물론 디지털 가전 제품 간의 통신에 케이블을 연결
 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블루투스 전송 거리는 10M이내 가능하며 벽이
 나 장애물이 있을 시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단, SKY모델
 외의 휴대전화 또는 PC와 연결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호환 
 성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블루투스 이용 시 배터리 사용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불필
 요한 전류소모를 막기 위해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블루투스 전원을 꺼주세요.(P208참조)

3  블루투스는 무선 기기 등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와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인명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4  헤드셋, 핸즈프리의 경우 다른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 중이거나 다
 른 장치가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5  블루투스 기기로 통화나 MP3, 지상파 DMB(TDMB) 청취 시 휴대
 전화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질이 저하되고, 블루투스 기기의 전
 원이 꺼지거나 일정거리 이상 멀어지면 휴대전화의 내장스피커로
 송출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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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루투스 헤드셋 사용 시 방해물, 전파간섭 등에 의해 음질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리내의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적의 상
 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시끄러운 곳이나 실외에서 통화 시 주변환경의 잡음으로 통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 중 일부는 제품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차량용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화면을 터치할 경우 MP3 PLAY 화면
 으로 전환됩니다.

DivX 비디오

DivX 비디오에 관하여

                 ■   DivXⓇ는 DivX, Inc.가 개발한 디지털 비디오 포맷입니다. 

 본 제품은 DivX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으로 DivX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및 일반 동영상을 DivX 비디오로 변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www.divx.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ivX Video-On-Demand에 관하여

■  DivX Video-On-Demand(VOD) 영화를 재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DivXⓇ  

 Certified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먼저 제품 설정 메뉴의 DivX VOD 섹션에서 등록 코드를 확인한 후, 제품  

 등록 절차 진행 시에 위와 동일한 코드 값을 입력하세요. 

  DivX VOD와 제품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divx.com/vod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DivXⓇ 인증 제품으로 프리미엄 컨텐츠를 포함한 최대 640x480 DivXⓇ 

 비디오 재생을 보증함.

■   DivXⓇ, DivX CertifiedⓇ 및 관련 로고는 DivX, Inc.의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하에 사용됩니다.

■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미국 특허 하에 보호됩니다. : 7,295,673;

 7,460,668; 7,515,710; 7,519,274

Dolby 사운드 

                  ■   이 제품은 Dolby Laboratories의 허가를 받아 제조되

었습니다. "돌비", "Dolby" 및 이중 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QSound

                  ■   QSoundⓇ는 QSound Labs, Inc.의 등록 상표이며, 사용 

시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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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자 

▶ [홈] 길게누름 ▶ 

작업관리자 사용하기

[작업관리자] ▶ 원하는 항목선택
■■ 현재■사용■중인■기능의■아이콘들이■실행순으로■정렬되어■보여집니다.

■■ [메뉴]■▶■ [작업관리자]를■눌러도■작업관리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 실행■중인■각■기능의■아이콘을■선택하면■종료보호■On/Off■설정을■할■수■있으며,■상태/CPU/램의■사용정보를■확인

할■수■있습니다.■종료보호를■사용하면■실행■중■목록의■종료■대상에서■제외할■수■있습니다.■

■■ 음악■듣기,■통화■중에■다른■메뉴를■이용하는■경우,■작업관리자의■실행■중■항목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 실행■중인■기능을■개별/전체■종료를■사용하여■시스템■정리를■할■수■있습니다.

■■ ■ [시스템]에서는■CPU,■램,■프로그램■설치■메모리,■SD■카드,■네트워크■정보를■확인할■수■있으며,■■ [사용팁]를■눌

러■작업관리자■사용에■관한■팁을■볼■수■있습니다.

■■ 작업관리자에■관한■자세한■설명은■'최근■실행■프로그램■사용방법'을■참조하세요.(P31참조)

메뉴

좌/우로 스크롤하여 원하는 항목선택
■■ 현재■휴대전화에■설치되어■있는■모든■메뉴를■확인할■수■있습니다.

■■ 홈■스크린에■설정한■바로가기■또는■위젯을■통해서도■메뉴를■실행할■수■있습니다.

■■ 메뉴■사용■중■다른■메뉴를■실행하거나■ [홈]를■눌러■홈■스크린으로■돌아가도■사용

중인■메뉴는■종료되지■않고■유지되며,■진행중인■메뉴는■알림창에서■확인할■수■있습

니다.■(음악듣기,■통화■등)

■■ [홈]를■길게■눌러■최근■실행■프로그램을■확인하거나,■최근■실행■프로그램을■선택해■

메뉴를■바로■실행할■수■있습니다.

■■ 메뉴■사용■중■ [메뉴]를■눌러■부가기능을■활용하거나■ [검색]을■눌러■검색을■사용■

할■수■있습니다.■메뉴에■따라■다른■메뉴와■검색기능이■제공되며,■경우에■따라서는■메뉴

와■검색기능이■없을■수■있습니다.

▶ [메뉴] ▶ 

메뉴 사용하기

메뉴항목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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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원하는 항목선택
■  Google 계정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Google 계정에 로그인 한 다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실행 시에는 Android 마켓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응용프로그램 검색

[검색]
■  검색창에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를 눌러도 응용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추천 애플리케이션, 인기 유료 애플리케이션, 인기 무료 애플리케이션, 최고 매출 애플리케이션, 새 

 인기 유료 애플리케이션, 새 인기 무료 애플리케이션, 핫이슈 탭에서 원하는 하위 분류의 메뉴로 들어가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메뉴] ▶ [내 앱]를 누르면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응용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선택 ▶ 다운로드
■  다운로드 상황은 알림 표시줄과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은 메뉴에서 확인 및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마켓 사용하기

▶ [메뉴]
▶ [마켓]● ▶ 

● [메뉴] 내 앱, 계정, 환경설정,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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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매니저

[트위터] ▶ [메뉴] ▶ [계정추가] ▶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애플리케이션 승인]

[미투데이] 선택 ▶ ID/me2API 사용자 키입력 후 [등록]● 

계정 추가하기

▶ [메뉴]
▶ [SNS 매니저] ▶ 

● [메뉴]       업데이트, 글쓰기, 보기 방식, 환경설정

■  처음 실행 시에는 미투데이와 트위터의 계정을 추가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투데이와 트위터의 글 목록을 한번에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메뉴] ▶ [보기 방식]를 누르면 계정 별 선택, 친구 별 선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 안내  트위터 바로가기  미투데이 바로가기 

트위터 계정 추가

미투데이 계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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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업데이트, 글쓰기, 리스트, 계정 변경, 환경설정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등록] ▶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애플리케이션 승인]●

■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먼저 되어야만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웹에서와 마찬가지로 트위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실행 시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계정을 추가합니다.
■  [메뉴] ▶ [환경설정]에서 테마 설정과 글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여러개의 계정일 경우에 [메뉴] ▶ [계정 변경]를 누르면 다른계정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계정 추가하기SKY 트위터

▶ [메뉴]
▶ [SKY 트위터] ▶

키 안내   타임라인   멘션   쪽지   관심글   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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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동영상 사용하기 전에 알아두기

1  재생 가능한 MP4파일(.3gp, .mp4, .k3g 또는 .skm 등)은 MPEG4, H263, H264/AVC 형식의 비디오 및 AAC,

 AMR 형식의 오디오를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2  재생 가능한 AVI파일은 DivX4/5, XviD형식의 비디오 및 MP3, AC3형식의 오디오를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3  WMV, WMA 코덱을 사용하는 Windows Media File(.wmv, .wma, .asf) 재생을 지원합니다.

4  일부 동영상의 경우 성능상의 제약으로 갤러리 프로그램 등에서 썸네일(작은 미리보기 이미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손상되거나 잘못된 형식의 파일은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재생 가능한 최대 해상도는 1280X720입니다. 단, 파일형식 및 코덱별로 초당 프레임수, 비트 전송율 등의

 인코딩 옵션(프로파일, 레벨 등) 에 따라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일부 파일은 성능 및 메모리 한계로 인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파일사이즈가 크거나 재생 시간이 긴 동영상의 경우 재생시작 또는 재생시간 이동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9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한 상태에서 재생할 경우 파일형식 및 코덱에 따라 재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동영상 재생 시 SMI, SRT 확장자를 가진 자막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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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070 전화

LG U+ 고객센터

OZ 웹뷰어

OZ Life 24

U+ Lite

오픈넷

컨텐츠 관리자

통화편의 서비스

U+ 앱마켓

OZ 티켓팅

09 
LG U+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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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070 전화 걸기OZ 070 전화

▶ ▶

[다이얼] 누름 지역번호와 전화번호입력 
[OZ 070] 누름

상대방과 연결되면 
통화함

■■ [메뉴]■▶■ [OZ■070■전화■설정]를■눌러■OZ■070■전화■설정■및■단축번호■동작■설정을■할■수■있습니다.

■■ OZ■070■전화■시■Wi-Fi가■켜져■있어야■하며,■통화품질(음질■등)은■Wi-Fi의■상태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OZ■070■전화를■처음■사용■시■인증과정을■거쳐야■합니다.

■■ 전화번호■입력■시■자동■검색된■전화■번호■중■선택하거나■ [OZ■070■전화]를■눌러■원하는■전화■번호를■선택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 OZ■070■전화는■긴급전화를■지원하지■않습니다.■
■■ 통화를■끝내려면■ [통화종료]를■누릅니다.■

■■ 자세한■사항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알아두기 
OZ■070■전화와■블루투스는■동시■

사용이■제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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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벨이■울릴■때■ [볼륨]를■누르면■벨소리가■차단됩니다.

■■ OZ■070■전화■통화■중에■추가로■수신되는■OZ■070■전화에■대해서는■수신■거부■설정■기능이■동작하지■않습니다.

■■ 통화를■끝내려면■ [통화종료]를■누릅니다.■

■■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자세한■사항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OZ 070 전화 받기

[통화]를 상단바로
드래그       

전화벨이 울림 상대방과 연결되면 
통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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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고객센터

▶ [메뉴]
▶  [LG U+ 
고객센터] ▶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접속 후 화면 지시에 따라 서비스 이용

OZ Life 24 접속 ▶ 추천 사이트 접속

■■ LG■U+에서■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에■대한■안내■및■정보조회,■모바일■고객센터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모바일■고객센터에■관련한■자세한■내용은■모바일■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 서비스■연결■시■데이터■통신■요금이■부과됩니다.■요금과■관련된■자세한■내용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

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OZ 웹뷰어

▶ [메뉴]
▶ [OZ 웹뷰어] ▶

OZ 웹뷰어 접속하기

■■ 휴대전화에서■실제■유선상의■인터넷■환경과■동일한■홈페이지■정보를■사용할■수■있는■무선■인터넷■서비스입니다.

■■ 자세한■내용은■'OZ■Life■24접속하기'를■참조하세요.

LG U+ 고객센터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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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메뉴]
▶ [오픈넷] ▶

오픈넷 접속하기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접속 후 화면 지시에 따라 서비스 이용
■■ 오픈넷은■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무선인터넷■서비스■입니다.

■■ 자세한■사항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U+ Lite

▶ [메뉴]
▶ [U+ Lite] ▶

OZ Life 24

▶ [메뉴]
▶ [OZ Life 24] ▶

U+ Lite 홈 접속하기

U+ Lite 접속 ▶ 원하는 서비스 선택
■■ U+■Lite는■이동통신■사업자에서■제공하는■컨텐츠에■따라,■특정■컨텐츠에서만■활성화되는■무선인터넷■서비스입니다.

■■ U+■Lite의■초기화면■및■서비스■내용은■사업자의■보다■나은■기술과■서비스■개발로■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 U+■Lite■일부■서비스는■가입신청을■해야■사용할■수■있습니다.

■■ U+■Lite■서비스의■접속을■해제하려면■ [이전]를■누르면■접속■해제됩니다.

■■ 자세한■사항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OZ Life 24 접속하기

추천 사이트 접속
■■ 휴대전화에서■실제■유선상의■인터넷■환경과■동일한■홈페이지■정보를■사용할■수■있는■무선■인터넷■서비스입니다.

■■ OZ■서비스에■대한■자세한■사용법은■홈페이지■www.ozgeneration.com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OZ■서비스로■인터넷■접속■시■해당■사이트의■환경에■따라■화면■표시가■원활하지■않을■수■있습니다.

■■ OZ■서비스■접속■시■데이터■통신■요금이■부과됩니다.■요금과■관련된■자세한■내용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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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관리자

▶ [메뉴]
▶ [컨텐츠 관리자] ▶

컨텐츠 관리자 사용하기

원하는 메뉴선택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에■설치된■응용프로그램을■관리

▶■벨 OZ를■통해■다운로드■받은■라이브■벨/마이벨■등을■관리

▶■이미지 내장/외장■메모리에■저장되어■있는■사진■관리(P147참조)

▶■동영상 내장/외장■메모리에■저장되어■있는■동영상■관리(재생은■P160참조)

▶■음악 음성녹음■및■OZ에■접속하여■다운로드■받은■음악■및■OZ에서■다운로드■받은■MP3■파일

관리(P158참조)

▶■문서 내장/외장■메모리에■저장되어■있는■문서/텍스트파일■관리(P181참조)

▶■다운로드■미완료 다운로드■받다가■다운로드■중단으로■인한■미완료■컨텐츠가■보임

■■ 사업자의■컨텐츠를■다운로드■후■각종■설정■시(예■:■벨소리,■배경화면)■컨텐츠에■따라■동작이■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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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편의 서비스 이용하기통화편의 서비스

▶ [메뉴]
▶ [통화편의
   서비스] ▶

원하는 메뉴선택

■■ 통화편의■서비스는■가입한■고객에■한하여■사용■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국번■없

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매너콜 서비스■가입,■매너콜■보관■설정,■매너콜■보관내역■조회,■서비스■해지,■서비스■안내■확인

▶■착신전환
서비스■가입,■착신전환■번호등록■및■설정,■착신전환■번호조회■및■수정,■착신전환■설정■해

제,■서비스■해지,■서비스■안내■확인

▶■듀얼넘버 서비스■가입,■듀얼넘버■설정,■서비스■안내■확인

▶■원격제어■ 서비스■비밀번호■설정,■서비스■연결,■서비스■안내■확인

▶■음성사서함■■ 서비스■설정,■음성사서함■접속,■서비스■해제,■서비스■안내■확인

▶■지정번호■필터링 서비스■가입,■번호■등록/조회,■안내메시지■설정,■서비스■해지,■서비스■안내■확인

▶■통화중대기■ 서비스■설정,■서비스■해제,■서비스■안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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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앱마켓

▶ [메뉴]
▶ [U+ 앱마켓] ▶

U+ 앱마켓 접속하기

다운로드 받기

유료/무료 선택 ▶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선택 ▶ 구매/설치하기 ▶ 다운로드

■■ U+■앱마켓의■초기화면■및■서비스■내용은■사업자의■보다■나은■기술과■서비스■개발로■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다운로드 삭제

[메뉴] ▶ [설정] ▶ [시스템] ▶ [응용프로그램] ▶ 응용프로그램 
관리 ▶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선택 ▶ [제거] ▶[̀확인]

U+ 앱마켓 추천 어플 목록보기
 ■[설정] ■■U+■앱마켓■잠금■설정,■사용자■인증설정

 ■[리뷰]
■■주간■신규리뷰,■게임,■뉴스/생활정보,■엔터테인먼트,■유틸리티,■금융/쇼핑,■교육/e-Book,■커뮤니

케이션,■동영상/음악■리뷰■확인■

 ■[TOP] ■유료/무료■U+■앱마켓■순위■목록■

 ■[추천] ■유료/무료■U+■앱마켓■추천■목록

 ■[카테고리]
■■유플러스APP,■게임,■라이프,■유틸리티,■뮤직,■교육,■커뮤니티,■금융,■홈스킨,■영화,■만화,■

■화보,■e-북,■유비누리-앱질,■할인존,■프리미엄■게임

 ■[MyApp] ■구매/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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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티켓팅

▶ [메뉴]
▶ [OZ 티켓팅] ▶

OZ 티켓팅 접속하기

OZ 티켓팅 초기화면으로 접속 

■■ 휴대전화에서■실제■유선상의■인터넷■환경과■동일하게■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예매할■수■있는■실시간■모바일■할인■

예매■서비스■입니다.

■■ OZ■티켓팅에■대한■자세한■사용법은■홈페이지■www.ozgeneration.com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OZ■티켓팅■접속■시■데이터■통신■요금이■부과됩니다.■요금과■관련된■자세한■내용은■LG■U+■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114■또는■1544-0010)로■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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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및 네트워크 설정하기시스템

▶ [메뉴]
▶ [설정] 
▶ [시스템] ▶

[무선 및 네트워크] ▶ 원하는 항목선택

■ 3G 데이터 접속 시 통화료가 발생되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경우 과도한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Wi-Fi 설정 시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여 별도의 데이터 이용료 없이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컨텐츠 다운로드 시 컨텐츠에 따라 과금될 수 있습니다.) 

■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Wi-Fi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Windows 2000 OS는 USB테더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Windows XP OS 사용자의 경우, 최소한 SP3(서비

스팩3) 버전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USB 테더링 기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Windows XP SP3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Windows XP SP2 사용시 또는 SP3에서 USB 테더링을 설정해도 USB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http://support.microsoft.com/kb/959765으로 접속하여 '핫픽스 보기 및 다운로드 요청하기'

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아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를 켜기/끄기 선택 

비행기 모드를 설정 시 Wi-Fi를 제외한 통신 기능에 관한 설정 상태를 변경할 수 없음

Wi-Fi Wi-Fi 켜기/끄기

Wi-Fi 설정 개방형 네트워크 알림을 켜기/끄기

구매/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접속을 하도록 설정/해제

검색된 Wi-Fi 목록에서 Wi-Fi 네트워크 설정 및 추가

블루투스 블루투스 켜기/끄기

블루투스 설정 블루투스가 켜진 상태에서 장치이름 변경, 검색 가능 여부 설정 

기타 장치를 검색하여 연결 관리 등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설정

3G 데이터 접속 설정 3G 데이터 접속을 항상 연결하거나 차단, 전원을 켤 때 접속 여부 팝업 유무를 설정 

테더링 및 휴대용 핫스팟 USB 테더링, 휴대용 Wi-Fi 핫스팟 설정/해제, 휴대용 Wi-Fi 핫스팟 설정 및 도움말 확인

VPN 설정 VPN 추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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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

�T�h�e� �f�o�l�l�o�w�i�n�g� �i�c�o�n�s� �a�r�e� �d�i�s�p�l�a�y�e�d� �o�n� �t�h�e� �u�p�p�e�r� �p�a�r�t� �o�f� �t�h�e� �s�c�r�e�e�n�.

� �:� �D�i�s�p�l�a�y�e�d� �w�h�e�n� �t�r�y�i�n�g� �t�o� �m�a�k�e� �a� �v�o�i�c�e� �c�a�l�l� �o�r� �d�u�r�i�n�g� �t�h�e� �c�a�l�l�.� 

� �:� �D�i�s�p�l�a�y�e�d� �w�h�e�n� �t�h�e�r�e� �i�s� �a� �m�i�s�s�e�d� �c�a�l�l�.

� �:� �D�i�s�p�l�a�y�e�d� �w�h�e�n� �t�h�e� �c�a�l�l� �i�s� �b�e�i�n�g� �f�o�r�w�a�r�d�e�d�.

� �:� �D�i�s�p�l�a�y�e�d� �d�u�r�i�n�g� �t�h�e� �c�a�l�l� �u�s�i�n�g� �a� �B�l�u�e�t�o�o�t�h� �h�e�a�d�s�e�t�.

� �:� �D�i�s�p�l�a�y�e�d� �w�h�e�n� �t�h�e� �v�i�d�e�o� �c�a�l�l�s� �a�v�a�i�l�a�b�l�e�.

� �:� �D�i�s�p�l�a�y�e�d� �w�h�e�n� �t�h�e� �v�i�d�e�o� �c�a�l�l�s� �u�n�a�v�a�i�l�a�b�l�e�.

� �:� �D�i�s�p�l�a�y�e�d� �w�h�e�n� �t�h�e� �v�i�d�e�o�p�h�o�n�e� �i�s� �t�r�a�n�s�m�i�t�t�e�d� �o�r� �r�e�c�e�i�v�e�d�.

� �:� �D�i�s�p�l�a�y�e�d� �w�h�e�n� �t�h�e�r�e� �a�r�e� �m�o�r�e� �n�o�t�i�f�i�c�a�t�i�o�n�s�.

� �:� �W�a�r�n�i�n�g� �d�i�s�p�l�a�y� �w�h�e�n� �t�h�e�r�e� �i�s� �a�n� �e�r�r�o�r�.

�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i�n� �r�o�a�m�i�n�g�.

� �:� � �D�i�s�p�l�a�y�e�d� �w�h�i�l�e� �t�h�e� �p�h�o�n�e� �i�s� �d�o�w�n�l�o�a�d�i�n�g� �t�h�e� �U�+� �A�p�p� �M�a�r�k�e�t�.

� �:� � �D�i�s�p�l�a�y�e�d� �w�h�e�n� �t�h�e� �e�r�r�o�r� �o�c�c�u�r�e�s� �w�h�i�l�e� �t�h�e� �p�h�o�n�e� �i�s� 

� �d�o�w�n�l�o�a�d�i�n�g� �t�h�e� �U�+� �A�p�p� �M�a�r�k�e�t�.

� �:� �D�i�s�p�l�a�y�e�d� �w�h�e�n� �t�h�e� �d�o�w�n�l�o�a�d� �o�f� �U�+� �A�p�p� �M�a�r�k�e�t� �i�s� �c�o�m�p�l�e�t�e�d�.

� �:� � �D�i�s�p�l�a�y�e�d� �w�h�e�n� �n�e�w� �t�e�x�t�/�v�o�i�c�e� �o�r� �M�M�S� �m�e�s�s�a�g�e� �i�s� �r�e�c�e�i�v�e�d�.� 

� �(�T�h�i�s� �i�c�o�n� �w�i�l�l� �a�p�p�e�a�r� �u�p�o�n� �r�e�c�e�i�v�i�n�g� �n�e�w� �t�e�x�t�/�v�o�i�c�e� �o�r� �M�M�S� 

� �m�e�s�s�a�g�e�,� �a�n�d� �i�t� �d�i�s�a�p�p�e�a�r�s� �w�h�e�n� �t�h�e� �m�e�s�s�a�g�e� �i�s� �c�h�e�c�k�e�d�.�)

�I�c�o�n�s� �d�i�s�p�l�a�y�e�d� �d�u�r�i�n�g� �t�h�e� �t�e�x�t� �i�n�p�u�t� �m�o�d�e

�K�o�r�e�a�n �U�p�p�e�r�-�c�a�s�e� 
�E�n�g�l�i�s�h

�L�o�w�e�r�-�c�a�s�e� 
�E�n�g�l�i�s�h �N�u�m�b�e�r�s �S�y�m�b�o�l�s �T�e�x�t� 

�e�m�o�t�i�c�o�n

� �:� �D�i�s�p�l�a�y�e�d� �w�h�e�n� �a�n� �e�m�a�i�l� �i�s� �r�e�c�e�i�v�e�d�.� 

� �:� �D�i�s�p�l�a�y�e�d� �w�h�e�n� �E�C�B� �m�o�d�e� �i�s� �s�e�t�.

� �:� � �D�i�s�p�l�a�y�e�d� �w�h�e�n� �L�G� �U�+� �M�o�b�i�l�e� �M�a�n�a�g�e�r� �i�s� �r�e�c�e�i�v�e�d�.

� �:� � �D�i�s�p�l�a�y�e�d� �w�h�e�n� �s�o�f�t�w�a�r�e� �p�r�o�g�r�a�m� �i�s� �u�p�g�r�a�d�e�d�.� � 

� �:� � �D�i�s�p�l�a�y�e�d� �w�h�e�n� �t�h�e�r�e� �i�s� �a�p�p�l�i�c�a�t�i�o�n� �t�h�a�t� �t�h�e� �u�p�d�a�t�e� �i�s� �a�v�a�i�l�a�b�l�e�.

� �:� � �D�i�s�p�l�a�y�e�d� �w�h�e�n� �t�h�e�r�e� �i�s� �n�e�w� �a�p�p�l�i�c�a�t�i�o�n�.�(�I�n� �c�a�s�e� �o�f� �a�p�p�e�a�r�i�n�g� 

� �n�e�w� �a�p�p�l�i�c�a�t�i�o�n� �o�n� �t�h�e� �S�K�Y� �s�e�r�v�e�r� �l�i�s�t�)

� �:� � �D�i�s�p�l�a�y�e�d� �w�h�e�n� �t�h�e� �a�l�a�r�m� �i�s� �s�e�t� �t�o� �b�e� �o�n� �O�F�F� �m�o�d�e�.

� �:� �D�i�s�p�l�a�y�e�d� �w�h�e�n� �m�u�s�i�c� �i�s� �p�l�a�y�e�d�.

� �:� � �D�i�s�p�l�a�y�e�d� �w�h�e�n� �y�o�u� �c�a�n�'�t� �r�e�c�e�i�v�e� �m�e�s�s�a�g�e�s� �d�u�e� �t�o� �l�a�c�k� �o�f� 

� �m�e�m�o�r�y�.

� �:� �D�i�s�p�l�a�y�e�d� �w�h�e�n� �y�o�u� �s�e�t� �u�p� �a�n� �a�n�s�w�e�r�i�n�g� �m�a�c�h�i�n�e�.

� �:� � �D�i�s�p�l�a�y�e�d� �w�h�e�n� �t�h�e�r�e� �i�s� �a�n� �u�n�c�h�e�c�k�e�d� �V�o�i�c�e�m�a�i�l� �o�r� 

� �a�u�t�o�a�n�s�w�e�r� �r�e�c�o�r�d�e�d� �m�e�s�s�a�g�e�.

�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s�y�n�c�h�r�o�n�i�z�e�d�.

� �:� �D�i�s�p�l�a�y�e�d� �w�h�i�l�e� �t�h�e� �p�h�o�n�e� �i�s� �s�y�n�c�h�r�o�n�i�z�i�n�g�.

� �:� �D�i�s�p�l�a�y�e�d� �w�h�e�n� �t�h�e� �p�h�o�n�e� �f�a�i�l�s� �t�o� �b�e� �s�y�n�c�h�r�o�n�i�z�e�d�.

� �:� � �D�i�s�p�l�a�y�e�d� �w�h�e�n� �t�h�e� �a�l�a�r�m� �f�u�n�c�t�i�o�n� �i�s� �s�e�t�.

� �:� � �D�i�s�p�l�a�y�e�d� �w�h�e�n� �y�o�u� �a�d�j�u�s�t� �t�h�e� �v�o�l�u�m�e� �d�u�r�i�n�g� �t�h�e� �c�a�l�l�.

� �:� � �D�i�s�p�l�a�y�e�d� �w�h�e�n� �t�h�e� �m�u�t�e� �i�s� �e�n�a�b�l�e�d� �d�u�r�i�n�g� �t�h�e� �c�a�l�l�.

� �:�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s�e�t� �t�o� �s�i�l�e�n�t� �m�o�d�e� �(�E�x�c�e�p�t� �M�e�d�i�a� 

� �&� �A�l�a�r�m�)�.

� �:� � �D�i�s�p�l�a�y�e�d� �w�h�e�n� �t�h�e� �t�i�m�e�r� �i�s� �a�c�t�i�v�a�t�e�d�.

� �:�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s�e�t� �t�o� �s�i�l�e�n�t� �&� �v�i�b�r�a�t�e�d� �m�o�d�e�.

� �(�E�x�c�e�p�t� �M�e�d�i�a� �&� �A�l�a�r�m�)�.

� �:� �D�i�s�p�l�a�y�e�d� �w�h�e�n� �t�h�e� �B�l�u�e�t�o�o�t�h� �p�o�w�e�r� �i�s� �o�n�.

�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c�o�n�n�e�c�t�e�d� �t�o� �a� �B�l�u�e�t�o�o�t�h�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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