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Q&A]를 읽어주세요.



자사의 KC 인증을 받은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일부 충전 어댑터에서 정전식 터치방식의 휴대전화가 충전 중 화면 터치 시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제품의 손상(휴대전화 및 배터리 성능 저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SKY 홈페이지(www.isky.co.kr)에서 제품 등록을 하시면  

모델별 데이터 매니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자 설명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업그레이드는 SKY 홈페이지 www.isky.co.kr ▶ 고객지원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셀프업그레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일부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외장형, 부착형) 사용 시 제품의 변형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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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전

에

 : 음성전화 걸기를 시도하거나 통화 중에 있을 때 표시

 : 부재중 전화가 있을 때 표시

 :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통화 중일 때 표시

 : 통화 보류 중 표시

 : 다른 전화로 전달 중일 때 잠금 설정되어 있을 경우 표시

 :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통화중일 때 잠금 설정되어 있을 경우 표시

 : 통화 보류 중 잠금 설정되어 있을 경우 표시

 : 알림 내용이 더 있을 때 표시

 :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경고 표시

 : 로밍 중일 때 표시

 : 영상전화 통화 중일 때 표시

 : 문자/음성 및 MMS수신 시 표시(새로운 문자/음성 메시지 및 

       MMS 수신 시 아이콘이 나타나고 확인하면 사라짐.) 

텍스트 입력 모드 시 표시

 : 잠금 설정되어 있을 경우 표시

 : e-mail 수신 시 표시 

 :  메신저 사용중 일 때 표시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을 경우 표시 

아이콘 안내
휴대전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안내합니다.

 :  업데이트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이 있을 때 표시 

 :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있을 때 표시  

(SKY 서버 목록에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생겼을 경우)

 : 뮤직 재생 시 표시

  : 메모리 부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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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셋 연결하였을 때 표시

 :  타이머기능 실행 시 표시

 :  무음진동 설정 시 표시

 : 블루투스 전원이 켜진 상태일 경우 표시

 :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되었을 때 표시

 : Wi-Fi가 켜진 상태일 경우 신호 감도 표시

 : Wi-Fi가 꺼진 상태일 때 표시

 : Wi-Fi 사용 여부를 물어 볼 때 표시

 : Wi-Fi 테더링 또는 핫스팟이 연결되었을 때 표시

 : 블루투스 테더링 또는 핫스팟이 연결되었을 때 표시

국문 영대 영소 숫자 기호 이모티콘 텍스트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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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cons

The following icons are displayed on the upper part of the screen.

 : Displayed when trying to make a voice call or during the call. 

 : Displayed when there is a missed call.

 : Displayed during the call using a Bluetooth headset.

 : Displayed when the call is on hold.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locked while the call is being 

forwarded.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locked while you're making a 

call using a bluetooth headset.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locked while the call is on hold.

 : Displayed when there are more notifications.

 : Warning display when there is an error.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in roaming.

 : Displayed when you use a video call.

 :  Displayed when new text/voice or MMS message is received. 

(This icon will appear upon receiving new text/voice or MMS 

message, and it disappears when the message is checked.)

Icons displayed during the text input mode

 : Displayed when the phone is locked.

Korean Upper-case 
English

Lower-case 
English Numbers Symbols Emoticon Text 

emoticon

User Manual

To change the display language
� In stand by mode, touch [MENU] to access Main Menu mode.

�  Touch, 설정

�  Touch, 시스템

�  Touch, 언어 및 키보드

�  Select English in the 언어선택 field.

�  Touch the Navigation key to either 한국어(Korean) or 영어(English).

�  Touch, [SAVE]

Use this key to navigate the menu. (different menus 

will appear depending on the current menu tree)

Use this key to move to the home screen from any 

menu function screen.

Use this key to go back to the previous screen.

Use this key to turn the screen on/off, or to end the call/ 

hold it down to turn on the phone or to use the mobile 

phone options. (silent mode, flight mode, or turn off)

Use this key to adjust the volume.

Use this key for mobile phone or internet search.

Changing the Display Language.

Functions of the phone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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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 당사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 고장발생 시 구입처 또는 대리점 이용이 안될 경우 1588-9111로 전화를 주시거나 가까운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점에서 서비스를 받으시십시오. 
● 보상여부 및 내용 통보는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무상서비스

유상서비스제품구입시

※  제품 구입 시 제품보증서의 소정란
에 기재 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 데이터매니저 케이블 제품 보증기간은 1년, 배터리는 6개월 입니다.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이 되며, 
해외에서는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장이 아닌 경우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진동자, 안테
나, 이어폰마이크, 충전기 접속 단자 및 각종 부착물)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침수, 충격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소비자가 함부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 시 

 ●   당사 기사 및 지정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별매품 구입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기타 부주의로 인한 고장, 손상 발생 시

모델명 IM-A750K 일련번호

구입일      년    월    일 구입 대리점

구입 금액 연락처

구입 후 1년(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 날 경우에만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의 보증기간은 반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 중요한 수리 : 정상 사용을 위하여 제품 분해 및 부품 교체가 필요한 수리

※  제품의 성능, 기능상 하자 수리가 아닌 초기화, 업그레이드 등 단순 점검은 교환, 환불 관련 수리횟수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  환급 : 구입가 환급(구입증빙서류 제출) 

소비자 피해유형
보상 내용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
한 성능, 기능상
의 하자로 고장 
발생 시, 고장성 
불량에 한함(고
장성 불량에 한
하여, 마케팅성, 
서비스성, 과실
성은 제외함)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해당 없음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환급

교환 불가능 시 

수리
가능

동일 하자로 2회까지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동일 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유상수리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유상수리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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