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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 운전에 방해가 되는 위치나,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에서 에어백 팽창범위 내, 또는 유사시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위치를 피하여
설치 하십시오.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은 자칫 운전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통화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핸즈프리를 사용
하시고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후 통화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에너지는 차량에 장착된 전자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상세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04쪽) 

경고사항

■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차량용 핸즈프리 장착시 주의할 점

• 본 제품은 정보통신부의 권고로 충전기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
하시거나 기존 충전기를 계속 사용하실 경우는
충전기 안전 및 성능이 검증된 정보통신부의 승인품
(      ) 충전기인지를 꼭 확인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기 사용시 주의할 점

■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영향

■ 폭파/위험물질지역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 폭파 위험지역이나 위험물질 (가스, 주유소, 화학약품 ) 
보관소 등에서는 휴대폰을 끄고, 모든 지시 사항과 신호를
준수 하십시오. 위험지역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비행기 탑승시
• 비행기에 탑승시에는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휴대폰의 전자파가 비행기의 전자 운항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용시 극히 일부 전자 제품들이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 휴대폰 사용금지 경고문이 붙은 장소
•휴대폰 사용을 금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휴대폰을
꺼 주십시오. 

•병원 출입시에는 휴대폰을 꺼 주십시오. 
•해당병원의 규정이나 규칙을 따라주십시오. 
•의료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장박동
보조장치등을 사용하신다면 가능한 한 휴대폰은
꺼 주십시오. 부득이 사용을 원하신다면 제조사나
전문가에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 병원출입 및 의료 기기 사용시

경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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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휴대폰을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 휴대폰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신 사업자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 애프터 서비스는 반드시 당사 지정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 정품 이외의 안테나, 충전기, 핸즈프리 카 키트, 배터리, 데이터 통신 케이블, 기구물등의 사용은 제품의 성능을 저하 시키거나 고장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성능에 변경을 초래하는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휴대폰은RF 전자파를 발생시키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약자나 임산부는 장시간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등 입력Data는 부주의 혹은 예기치 않은 문제로 손상될 수 있으니, 중요Data는 항상 별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휴휴대대폰폰의의 전전자자파파 관관련련 정정보보를를 알알아아두두세세요요..
휴대폰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고주파 에너지(RF에너지)를 송.수신 합니다. 국제협회들은 이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 및 안전
권고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시 팬택&큐리텔에서 승인한 휴대용 악세사리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지 않은 악세사리를 사용할 경우 전자파 관련 기준을 위배하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휴휴대대폰폰을을 올올바바르르게게 사사용용하하세세요요..  
휴대폰을 일반전화기와 같이 잡고 안테나를 어깨위로 똑바로 세워서 사용하세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는 안테나를 최대한 뽑고 통화중에 안테나를 만지거나 구부리지 마십시오.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출력 송신으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사용용자자 임임의의로로 절절대대로로 개개조조,,  분분리리,,  혹혹은은 수수리리하하지지 마마세세요요..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한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세요. 
악세사리와 배터리는 팬택&큐리텔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것만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배터리 수명 단축 및 휴대폰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공공공 장장소소에에서서는는 휴휴대대폰폰을을 꺼꺼주주세세요요..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의 공공 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용을 잘못하면 사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물질적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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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 확인

● 각부의 명칭과 기능

● 주 화면 설명

● 기능 버튼 설명

● 배터리 교환

● 배터리 충전

● 배터리 사용시간

● 효율적인 배터리의 사용방법

● 배터리 저전압 표시

사사용용하하기기사사용용하하기기 전전에에전전에에
메메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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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성성품품 확확인인 각각부부의의 명명칭칭과과 기기능능

사
용
하
기
전
에

사
용
하
기
전
에

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먼저 제품의 구성품이 그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16 17

휴휴대대폰폰

표표준준용용량량 배배터터리리 ((11개개))
대대용용량량 배배터터리리 ((11개개))

충충전전거거치치대대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휴휴대대용용 고고리리

이이어어마마이이크크

스피커

외부 LCD
폴더램프
● 외부 LCD : 전화가 걸려오거나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또는 벨/진동/무음 선택시, 보조 LCD 화면에 아이콘과

동작 상태 등이 표시됩니다.

● 폴더 램프 : 전화가 걸려왔을 때와 메시지 도착 시, 

멜로디, 폴더램프 설정에 따라 램프가 켜집니다.

- 램프 색 : 빨강, 녹색. 파랑, 보라, 하늘, 흰색, 6색

- 6색은 전화 수신, 폴더램프에서만 작동됩니다.

- 매너모드인 경우 점멸되지 않습니다.

LCD

볼륨 UP, 
DOWN

마이크

이어폰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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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능능 버버튼튼 설설명명

사
용
하
기
전
에

주요 기능 버튼

카메라를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ez-i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대기화면을 원버튼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메인 메뉴(소프트키 메뉴)를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메뉴 선택이나 설정 저장 시 사용합니다.

폰북, 상위메뉴, 문자전환, 수신거부
등에 사용합니다.

전화를 걸거나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입력된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합니다. 
이전화면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통화를 종료하거나, 기능조작을 취소하고
대기상태로 돌아갈 때 사용합니다. 전원을
ON/OFF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입력 시 획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매너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2~3초간 누름) 사진촬영 모드에서 화면
표시를 외부LCD로 변환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입력 시 쌍자음으로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폰을 잠금 상태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해제 하려면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세요.
출하시 초기 비밀번호는‘0000’입니다.) 
사진 촬영 모드에서 플래쉬 on/off시
사용합니다.

1918

사
용
하
기
전
에

주주화화면면 설설명명

주 화면 설정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막대개수로 표시됩니다.

배터리 용량을 표시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없을 때에는 가 표시됩니다.

현재 통화를 시도하거나 통화중일 경우에 표시됩니다.

전화벨을 진동모드나 매너모드로 선택했을 경우 표시됩니다. 

새로 수신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현재 알람/모닝콜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진동 후 벨이나 진동과 벨을 선택했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전화벨을 무음램프로 선택했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잠금 상태일 경우 표시됩니다. 

ez-i에 접속되었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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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전
에

배배터터리리 교교환환

배터리 끼우기 배터리 분리하기

11 배터리팩의 아래 부분과
휴대전화 아래 부분의
홈을 바르게 맞물려
주십시오.

22 배터리팩을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십시오.

11 휴대전화에 붙어있는 분리버튼을 위로
밀면서 한 손으로 배터리를
당겨주십시오.

● 배터리를 휴대전화에서 빼기 전에 휴대전화의 전원은
반드시 끈 후 배터리를 빼주세요. 
(갑작스러운 전력차단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

사
용
하
기
전
에

기기능능 버버튼튼 설설명명

네비게이션 버튼 기타 기능 버튼

기능을 찾거나 화면을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메뉴 기능을 사용할 때
상하 좌우로 버튼을 눌
러 쉽게 이동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를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메뉴
선택시 위로 이동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무선인터넷i 기능을 이용
할 때 사용합니다. 메뉴
선택 시 아래로 이동하고
자 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수첩 메뉴에 들어갈
때 사용합니다. 메뉴선택
시 왼쪽으로 이동하고자
사용합니다.

메시지 서비스 메뉴에 들
어갈 때 사용합니다. 메뉴
선택시 오른쪽으로 이동하
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대기 상태일 때 키톤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통화 중일 때 통화음량을 조절합니다. 
폴더를 닫고 촬영 모드로 진입시 (사이드상) 
키를 사용합니다.(약 3~5초간 누름)
사진 촬영 시, 위쪽 사이트 키는 셔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 페이지
넘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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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터터리리 충충전전

사
용
하
기
전
에

휴대전화로 충전하고자 할 때

제품 구입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충전시킨 후 사용하십시오.

11 휴대전화 충전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 110V / 220V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휴대전화에 배터리팩을 장착한 상태로 충전하려면 충전기에 휴대전화의
하단 홈을 맞춘 후‘딸깍’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 충전 중에는 충전기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 됩니다.
• 충전이 완료되면 램프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주주의의!!
● 본 여행용 충전기는 정보통신부의 충전기 공용화 방안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타 충전기(TTA 승인제품)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단, 정통부 공용안에 적용된 휴대전화일 경우만 해당 됩니다.)

● 당사 충전용 거치대에 타사의 여행용 충전기를 연결시 정상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없이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휴대전화가 켜지지 않습니다.)

배배터터리리 충충전전

사
용
하
기
전
에

배터리만 충전할 경우

충전시 충전기 램프가 황색으로 깜박이는 경우는
배터리를 빼낸 후 다시 끼워보세요.
그래도 깜박이면 충전기의 충전단자 접촉부위의 청결상태를 확인 후 다시 충전하세요.
여러번 반복해도 안 될 경우는 서비스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11 휴대전화 충전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 110V / 220V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충전거치대의 연결 커넥터의 상, 하 방향을
확인한 후 양쪽 단추를 누르면서 충전거치대에
삽입하십시오.

충전중

충전완료

배터리 충전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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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터터리리 사사용용시시간간

사
용
하
기
전
에

● 대기시간은 SCI2 기준이며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시간은 LG Telecom에서 서비스하는 형태, 사용온도, 배터리 사용기간등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구입할 때 보다 50% 이하로 줄어들면 새 배터리를 구입하십시오.
● 게임, 인터넷 등의 부가기능을 사용할 경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장시간 있을 경우에 배터리 소모가 많아 대기시간이 급속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 동영상 및 사진촬영, ez-i Download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 소모가 많아 대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상 태
배터리 용량

충 전 시 간 약 2시간 약 3시간

사 진 촬 영 약 90분 약 140분

연 속 대 기 140~160시간 220~240시간

80~110분 130~180분

대 용 량표 준 용 량

연 속 통 화

사
용
하
기
전
에

효효율율적적인인 배배터터리리의의 사사용용방방법법

● 충충전전기기는는 반반드드시시 TTTTAA  인인증증마마크크를를 획획득득한한 표표준준충충전전기기를를 사사용용하하십십시시오오..
•TTA 인증 표준 충전기가 아닌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며, 배터리가 과충전되어 과열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배터터리리를를 화화기기나나 화화학학물물질질의의 근근처처에에 두두거거나나 임임의의로로 분분해해 및및 단단자자를를 연연결결시시키키지지 마마십십시시오오..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강강한한 충충격격을을 주주거거나나 떨떨어어뜨뜨리리지지 마마십십시시오오..
•배터리 팩 내부에 있는 전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수명이 짧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배배터터리리는는 소소모모품품이이므므로로 충충//방방전전을을 반반복복하하게게 되되면면 사사용용시시간간이이 서서서서히히 단단축축됩됩니니다다..
•구입시에 비해 사용시간이 50% 이하로 줄어들면 새 배터리를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배터리의 무상 보증기간은 6개월 입니다.

● 배배터터리리는는 상상온온에에서서 충충전전 효효율율이이 좋좋습습니니다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충전이 되지 않으며 상온으로 바뀌면 다시 충전됩니다.

● 배배터터리리는는 항항상상 상상온온에에 보보관관하하여여 주주십십시시오오..
•여름에 문이 닫힌 차 안이나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 장시간 놓아 두면 배터리의 용량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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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
용
하
기
전
에

배배터터리리 저저전전압압 표표시시

배터리가 저전압(충전 필요시)일 경우, 내부화면과 외부화면에 그림과 같이 표시되므로 충전 후 사용해
주십시오.

외부화면내부화면

● 휴대폰 켜기/끄기

● 전화 걸기

● 전화 받기

● 통화중 사용하는 편리한 기능

● 대기중에 사용하는 편리한 기능

● 문자 입력하기

기기본본설설명명기기본본설설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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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대대전전화화 켜켜기기//끄끄기기 전전화화 걸걸기기

기
본
설
명

기
본
설
명

휴대전화를 켜려면 전화를 걸때 통화를 끝내려면휴대전화를 끄려면

11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3초 이상) 11 버튼을 종료 애니메이션이
보일 때까지 누릅니다. (약3초 동안)

11 지역번호와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 일정 시간동안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대기상태로 돌아갑니다.

● 통화가 연결되면 통화시간이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 번번호호를를 잘잘못못 누누르르셨셨다다면면
버튼을 눌러 잘못 누른 번호를 지웁니다. 한번 누를 때 마다 한 글자

씩 삭제되고, 길게 누르면 모두 삭제 됩니다. 자동지역번호도 삭제 가능합니다.
● 자자동동지지역역번번호호를를 설설정정하하셨셨다다면면
전화번호만 누르고 다이얼 시, 설정한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전화번호 앞에
붙어서 전화가 걸립니다.

11 폴더를 닫거나 버튼을
누르세요.

28 29

● 종료음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약 5초간
표시된 후 전원이 꺼집니다.

● 비정상 종료시 화면에 잔상이 생길수
있습니다.

● 시작음과 동시에 LG텔레콤 로고가 뜹니다.
● 내부/외부 화면은 화면 설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 중 이상동작이 발생하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를 뺀 후
다시 끼워 약 5초 정도 경과 후 휴대전화를 켜 주십시오.

● 화면에“ 잠금상태”표시가 나타나면 4자리의 잠금 해제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제품 구입시 잠금번호는“0000”입니다.) (p.118참조)

● 매너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동 아이콘이 표시되면서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외부화면내부화면 외부화면내부화면

● 단단축축다다이이얼얼
한자리 번지(1~9까지) - 번지 한자리를 길게
누르십시오.
두자리 번지 이상(10~999까지) - 번지의 앞의
한 자리, 두 자리(100~999일 때)는 짧게 누르고
뒤의 한자리는 길게 누르십시오.

● 숫자 +       버튼은 해당번호로 발신됩니다.
● 국국번번없없는는 전전화화와와 긴긴급급 번번호호
112, 113, 114, 119, 131, 199와 같은 국번없는
전화나 긴급번호는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최최근근 통통화화목목록록
대기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최근 통화
목록으로 연결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번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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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화화 받받기기 통통화화중중에에 사사용용하하는는 편편리리한한 기기능능

기
본
설
명

기
본
설
명

11 전화벨 또는 진동이
울리거나 램프가
켜지면

22 폴더를 열어서 통화를 시작합니다.
통화를 끝내려면 폴더를 닫거나
버튼을 누릅니다.

●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설정된 경우 상대방 번호가 표시됩니다.
● 발신자가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름이 표시됩니다.
● 전화 받는 방법이‘폴더 열고 키 누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화가 왔을 때에는 폴더를 열고 또는 버튼을
제외한 버튼을 눌러야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기능
전화 수신 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폰의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으로 자세한 내용은 LG Tele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표시는 상대방 전화 환경에 따라 다르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부재재중중 전전화화 확확인인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가 온 시간과 횟수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 부재중 전화 횟수는 전화를 받지 못한 횟수가 더해져서
표시되고, 시간은 걸려온 전화중 가장 최근 것이 나타
납니다.
- 종료를 누르거나 폴더를 닫으면 부재중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설정 시 최근통화목록의
수신함에서 부재중 수신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0 31

● 폴폴더더가가 열열린린 경경우우에에는는
또는 버튼을 제외한 버튼을 누르십시오.

● 전전화화벨벨이이 울울릴릴시시
또는 버튼을 누르면 전화 수신이 거부되며 이 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 듀얼넘버 사용자의 경우, 듀얼넘버로 전화가 수신되면 화면 가운데
착신번호가 표시됩니다. 

● 듀얼넘버는 휴대폰관리>LGT편리서비스>듀얼넘버(P. 129)를 참고하십시오.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통화음량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통통화화 음음량량 조조절절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알람, 일정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전자자수수첩첩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문자 메시지, Shot 메일 등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메메시시지지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송신음이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송송신신음음 차차단단//해해제제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자자기기번번호호 송송출출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화 중에 버튼을 눌러 저장된 전화번호를 찾거나 전화번호 저장 등 전화번호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통화화 중중 메메모모

전전화화번번호호부부((폰폰북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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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설
명

기
본
설
명

대대기기중중에에 사사용용하하는는 편편리리한한 기기능능 대대기기중중에에 사사용용하하는는 편편리리한한 기기능능

잠금 기능 버튼을 누를때 나는 소리(키톤)조절매너 모드

11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매너모드로
바로 전환됩니다.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이전에
설정된 전화수신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매매너너모모드드를를 해해제제하하려려면면

11 잠금을 설정 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이어마이크 사용방법

11 폴더가 열린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조절합니다. 

32 33

회의 중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화벨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행중이나 운전할 때 이어마이크를 이용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이어어마마이이크크로로 전전화화 걸걸기기
1. 이어마이크를 휴대전화에 삽입합니다.
2. 폴더를 열고 전화번호를 누른 후,      버튼을 눌러 통화합니다.
-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려면 대기상태에서
이어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2회 누릅니다.
3. 통화를 종료하려면 이어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 연결된 후에는 폴더를 닫아도 통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이어어마마이이크크로로 전전화화 받받기기
1. 전화벨이 울리면, 이어마이크를 삽입하고 이어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시작됩니다.

2. 통화를 종료하려면 이어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PAUSE를 이용한 전자식 다이얼
사용법
1.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버튼을 눌러 다이얼링 기능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수동대기(P) : 통화 다이얼링이 끝난 후 [송출]
버튼을 눌러야 후속번호가 다이얼 됩니다.
- 시간대기(T) : 통화 다이얼링이 끝난 후, 2초
후에 자동으로 후속번호가 다이얼 됩니다.
- 하이픈(-) : 전화번호 입력중에 하이픈을
삽입합니다.
3. 후속번호를 입력합니다.
4.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부에 저장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너모드로 전환하면 내, 외부화면에 아이콘이
표시되고, 전화 수신 시 진동이 울립니다.

● 매너모드로 전환하면 모든 키톤과 경보음, 통화 연결음이
무음으로 처리되고 현재의 수신 모드와 상관없이 진동
모드로 바뀝니다.

● 인디케이터 부분에 잠금 아이콘이 표시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후 전화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잠금을 해제하려면 /       버튼을 제외한 아무
버튼이나 누른후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십시오.
출하시 비밀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잠금 설정 시에도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113,
119로 발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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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입입력력하하기기 문문자자입입력력하하기기

기
본
설
명

기
본
설
명

한글 문자 입력표 따라해 보기

34 35

● 는 획 추가버튼, #는 쌍자음버튼

1회
횟수

키

ㄱ ㅋ
ㄷ ㅌ
ㅑ ㅕ

ㄲ

ㅆ

ㄸ

ㅃ

ㅉ

ㅠ

ㅂ ㅍ

ㅊ

ㅛ

ㅈ
ㅎ

다음과 ㅐ: 

같은 모음을 ㅒ: 

입력하려면 ㅔ: 

ㅖ: 

ㅚ: 

ㅢ:  

ㄴ
ㅏ ㅓ
ㄹ
ㅁ
ㅗ ㅜ

ㅅ
ㅇ
ㅣ

ㅡ

2회
1회 누르고

한번
1회 누르고

두번
2회 누르고

한번
1회 누르고

한번
1회 누르고
,      한번

● 다른 모드를 선택하려면 한글 버튼을 눌러 영대(영어대문자), 영소(영어소문자), 숫자, 기호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ㅇ 아 암 압 아ㅃ 아뽀 아뿌 아뿔 아뿔ㅅ 아뿔ㅆ 아뿔싸

ㅇ 아 어 여 예 옘 옙 예ㅃ 예쁘 예쁜 예쁘ㄷ 예쁘다

“아뿔싸”를 입력하려면... 

“예쁘다”를 입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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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입입력력하하기기 문문자자입입력력하하기기

기
본
설
명

기
본
설
명

영문 입력 방법 기호 입력 방법

36 37

버튼을 눌러 위치를 이동한 후, 원하는 글자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전 글자로,      버튼을 누르면 다음 글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지우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11
22
33

“CURITEL”을 입력하려면...              한글 버튼을 눌러 영대 모드(영어대문자) 선택후

3번누름 2번누름 3번누름 3번누름 1번누름 2번누름 3번누름

C CU CUR CURI CURIT CURITE CURITEL

● 다른 모드를 선택하려면 한글 버튼을 눌러 영대(영어대문자), 영소(영어소문자), 숫자, 기호 모드를 선택하세요.  

따라해 보기!

기호모드를 선택하려면 한글모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기호 모드(특수문자)를
선택 후,           버튼으로 기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호모드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기호의 종류에서 버튼으로 페이지를 넘겨 여러 가지 기호를
확인할수 있으며, 삽입하고자 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번호의 숫자 버튼을 누르면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지우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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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 모모

기
본
설
명

11..11.. 벨/진동선택

22..22.. 벨소리종류

33..33.. 소리크기

44..44.. 경고음

55..55.. 버튼음설정

66..66.. 새멜로디받기

38 39

벨벨벨벨////진진동동진진동동////크크기기크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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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벨벨//진진동동 선선택택

벨
/

진
동
/

크
기

벨
/

진
동
/

크
기

전화가 왔음을 알리는 표시를 벨소리 또는 진동, 램프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수신

벨/진동 선택을
선택합니다.

11 벨/진동 종류 중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벨벨소소리리 종종류류

➔
벨소리 종류를

선택합니다.
11 멜로디, My, 벨 중에서

원하는 벨소리 모드를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 새새멜멜로로디디 ::  새새멜멜로로디디를를 선선택택하하면면 무무선선인인터터넷넷 eezz--ii에에 접접속속하하여여 멜멜로로디디 다다운운받받아아 벨벨소소리리로로
저저장장,,  설설정정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멜로디 : 25곡의 멜로디를 선택 가능

●My : 멜로디를 ez-i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50개까지 저장하여 사용 가능

● 벨 : 20곡의 벨소리를 선택 가능

벨벨//진진동동 종종류류
● 벨: 전화 수신시 벨소리가 울림
● 진동 : 전화 수신시 진동으로 울림
● 무음램프 : 벨소리는 울리지 않고 외부 LED만 깜빡임
● 진동후 벨 : 진동이 잠시 울린 후 벨소리 울림
● 진동과 벨 : 진동과 벨소리 동시에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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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소소리리 크크기기

벨
/

진
동
/

크
기

벨
/

진
동
/

크
기

➔

벨소리, 키톤, 통화음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소리크기를
선택합니다.

11 버튼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소리크기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5단계 소리크기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원하는 크기로
설정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 벨소리 크기 : 전화가 왔음을 알리는 벨소리 크기 조절

● 키톤 크기 : 키를 누를 때 나는 음의 크기 조절

● 통화음 크기 : 통화시 들리는 상대방의 소리 크기 조절

경경고고음음

➔ 경고음을
선택합니다.

11 설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22

● 1분 통화음 : 통화 중 경과시간을 매 1분마다 알리는 경고음

● 통화연결음 : 통화가 연결됐음을 알리는 경고음

● 통화끊김음 : 통화중에 통화가 끊겼음을 알리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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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

버버튼튼음음 설설정정

벨
/

진
동
/

크
기

벨
/

진
동
/

크
기

버튼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11 원하는 버튼음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33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새새멜멜로로디디 받받기기 새멜로디 받기를 선택하면 ez-i로 접속되어 멜로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새 멜로디
받기를 선택합니다.

11 ez-i에서 멜로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22 원하는 멜로디를
다운받아 멜로디로
적용합니다.

33➔

● 버튼음 종류 : 기본음, 목소리, 피아노, 물방울소리, 

실로폰, 드럼

● 듣기 : 버튼음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받은 멜로디는 벨소리
종류 중My 카테고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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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벨
/

진
동
/

크
기

47

11..11.. 테마선택

22..22.. 대기화면

33..33.. 자기이름입력

44..44.. 폰트바꾸기

55..55.. 외부화면

66..66.. 화면스타일 설정

77..77.. 밝기/배경조명

88..88.. 화면초기화

화화면면설설정정화화면면설설정정

메메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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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마마선선택택`̀

화
면
설
정

화
면
설
정

기본 기능 메뉴 화면의 스타일인 테마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테마선택을
선택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테마가 보여집니다.

11 버튼을 사용
하여 원하는 테마 화면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 합니다. (테마를
적용하려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33

● 테마 1 : 모든 메뉴가 전 화면에 표시됨
● 테마 2 : 메뉴마다 한 화면에 표시됨

➔ 대기화면을
선택합니다.

11 버튼으로 원하는
대기화면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대대기기화화면면 폴더를 열었을 때 내부 LCD 화면의 이미지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기본 대기화면 종류 : 아날로그시계, 
디지털시계, 달력 등

● 캐릭터를 대기화면으로 설정하려면‘내 폰에
저장’으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저장한
캐릭터는 대기화면 종류에 추가됩니다.
● 촬영한 사진은 앨범보관함에서 대기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사진은 대기화면
종류에 추가됩니다.
● 대기화면 설정 중 원하는 대기화면에서
왼쪽의 버튼을 선택하면 설정한
대기화면의 내용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화면 종류에 들어간 사진은 왼쪽 메뉴가
미리보기가 아닌 삭제하는 기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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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폰폰트트바바꾸꾸기기

화
면
설
정

화
면
설
정

자자기기이이름름입입력력 휴대전화 대기화면에 원하는 문구나 이름을 넣는 기능입니다. 휴대전화의 폰트를 기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폰트바꾸기를
선택합니다.

11 원하는 폰트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22

50

자기이름입력을
선택 후, 이름 또는
인사말을 입력합니다. 

11 원하는 정렬 및 글자색
/바탕색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 폰트 선택에 따라 하단에

영문과 한글 폰트가 미리

적용되어 보여집니다.

➔ ➔

● 문문자자 입입력력 방방법법 ::  PP..  3344~~3377  참참조조

● 정렬 : 왼쪽, 가운데, 오른쪽, 

슬라이드

●글자색/바탕색 : 흰색, 검정, 빨강, 

노랑, 녹색, 

보라색, 주황색,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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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3

외외부부화화면면 화화면면 스스타타일일 설설정정

화
면
설
정

화
면
설
정

외부 LCD 화면의 이미지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보기설정과 시계 크기 설정은 대기화면 상단에 날짜/시계의 크기와 대기화면으로 설정한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이얼숫자 크기와 색상은 대기화면에서 통화를
위한 다이얼을 입력할 때 다이얼 숫자 크기와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외부화면을
선택합니다.

11 버튼으로 원하는
외부화면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화면스타일설정을
선택합니다.

11 화면스타일을
설정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기본보기
큰시계

기본보기
시계없음

전체보기
작은시계

33
➔ ➔

큰 다이얼
숫자 컬러

작은 다이얼
숫자 흑백

● 기본 외부화면 종류 : 디지털시계, 

아날로그시계 등

● 촬영한 사진은 앨범보관함에서 외부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사진은 외부화면

종류에 추가됩니다.

● 촬영한 사진을 외부화면으로 설정 시, 

사진 전체 이미지와 부분 이미지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외부화면에 설정한 사진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진을 외부화면으로

설정합니다. 설정된 사진은 외부화면 설정에서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화면보기설정 : 기본보기, 전체보기

● 시계크기설정 : 큰시계, 작은시계, 

시계없음

● 다이얼숫자크기설정 : 크게, 작게

● 다이얼숫자색상설정 : 컬러,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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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5

밝밝기기//배배경경조조명명

화
면
설
정

화
면
설
정

내부/외부 LCD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밝기/배경조명을
선택합니다.

11 내부화면/외부화면의
밝기와 조명시간을
설정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 화면 밝기 : 가장밝음, 중간밝음, 어두움
● 내부 조명 시간 : 10초 후 꺼짐, 20초 후 꺼짐, 

절약모드, 항상켜짐
● 외부 조명 시간 : 5초, 10초, 20초

➔

화화면면초초기기화화

화면초기화를
선택합니다.

11 초기화를 묻는 메시지에서
초기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33

화면설정에서 지정한 것을 모두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예’선택 시,  제품 구입시 화면설정

상태로 되돌립니다.

●‘아니오’선택 시, 화면 설정이 초기화

되지 않고 사용자가 변경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 화면 초기화는 설정이 초기화되는

것이므로 다운로드 받거나 촬영한

대기화면 이미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화면 밝기 설정 시에는 단계에 따라 화면 밝기가 즉시 적용되어 적당한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명 시간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간 동안만 켜져 있는 기능이며, 항상 켜짐은 버튼의 누름과 관계없이

늘 조명이 켜져 있는 옵션입니다.

● 절약모드를 선택하면 10초 후 화면이 약간 어둡게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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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

메메 모모

화
면
설
정

11..11.. 전화번호찾기

22..22.. 전화번호등록

33..33.. 그룹관리

44..44.. 전체비우기

55..55.. 자기번호보기

66..66.. 자동지역번호

77..77.. 최근통화목록

전전화화번번호호부부전전화화번번호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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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화화번번호호 찾찾기기

전
화
번
호
부

전
화
번
호
부

➔

이름/전화번호/단축번호/그룹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화번호찾기를
선택합니다.

11 검색조건을 이름/전화번호/단축번호/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검색합니다.33

● 전체 선택 시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가 검색됩니다.

● 검색 결과 찾은 전화번호 개수가 표시되고, 검색 조건에 맞는 결과가 화면에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 버튼을 누르면 검색화면으로 이동하여 재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름 : 찾고자 하는 사람의 전체 이름 혹은 초성을 입력

예 : 홍길동 -> 홍, 길, 동 중 하나 또는 여러 개 또는 ㅎ,ㄱ,ㄷ

●번호 : 찾고자 하는 사람의 전체 전화번호 혹은 일부를 입력

예 : 010-0000-0000 -> 전화번호 숫자 중 하나 또는 여러 개

●단축 : 찾고자 하는 사람의 단축번호 입력

●그룹 : 해당 그룹에 소속된 주소를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 1. 삭제 : 선택한 전화번호를 삭제합니다.

2. 메시지 보내기 : 선택한 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shot 메일 보내기 : 선택한 번호로 간단한 메시지 및 첨부파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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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화화번번호호 등등록록

전
화
번
호
부

전
화
번
호
부

60 61

전화번호 등록을
선택합니다.

11 이름 및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22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 사진 : 촬영한 사진 및 수신한 Shot 메일의 첨부파일함의 사진

중 선택 가능
● 아바타 :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아바타 중 선택 가능
● 수신벨 : 벨소리 중 선택 가능
● 그룹 : 새 그룹을 만들거나 기존 그룹에서 선택 가능
● 대표번호 : 전화번호 중 대표번호로 지정할 것을 선택 가능
● 메모 : 기타 사항 입력

● 사진이나 아바타를 지정한 경우,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이용한 상태에서 해당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지정한 사진이나 아바타가 보여집니다.

● 수신벨을 지정한 경우,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이용한 상태에서 해당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지정한 벨소리가 울립니다.

● 그룹을 지정한 경우, 전화번호 찾기에서 그룹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최근통화목록(발신, 수신, 전체)에서도 바로 전화번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진설정을 취소하려면 사진
지정 상태에서 메뉴버튼을
눌러 사진설정초기화 선택후, 
반드시 저장을 해야 사진설정이
초기화됩니다.

원하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록합니다. 

33

● 이름 : 한글, 영문, 숫자, 기호로 입력 가능
● 휴대전화 : 숫자로 입력 가능
● 집전화 : 숫자로 입력 가능
● 사무실 : 숫자로 입력 가능
● 단축번호 : 비어있는 번지 중 가장 낮은 숫자가

자동지정 되거나 임의 지정 가능
● e-mail : 영문자, 숫자, 기호로 입력 가능

● 버튼을 누르면

그룹관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단축번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한자리 번지(1~9까지) - 번지 한자리를 길게 누름.

두자리 번지 이상(10~999까지) - 번지의 앞의 한자리, 

두자리(100~999)는 짧게 누르고 뒤의 한자리는 길게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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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부

그그룹룹관관리리

전
화
번
호
부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11 그룹 목록에서 그룹을
관리합니다.

22 그룹 내에서 그룹의
구성원을 관리합니다.

33

62 63

그룹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새그룹 등록 : 새로운 그룹을 만듭니다.
2. 그룹이름편집 : 선택한 그룹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3. 그룹벨소리설정 : 그룹별로 벨소리를 지정합니다.
4. 그룹벨소리해제 : 지정한 그룹벨소리를 해제합니다.
5. 그룹램프 설정 : 그룹별로 램프를 설정합니다.
(램프 종류 : 빨강, 녹색, 파랑, 보라, 하늘, 흰색, 6색)

6. 그룹삭제 : 선택한 그룹을 삭제합니다.

1. 멤버 추가 :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를
멤버로 추가합니다.

2. 멤버 삭제 : 선택한 멤버를 그룹에서
삭제합니다.

전전체체 비비우우기기

전체비우기를
선택합니다.

11

전화번호부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자기기번번호호 보보기기

자기번호보기를 선택합니다.11

자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예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화번호부

전체가 삭제됩니다.

● 아니오 : 전체비우기가 취소되고 전화번호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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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동동 지지역역번번호호 최최근근 통통화화 목목록록

전
화
번
호
부

전
화
번
호
부

자동지역번호
를 선택합니다.

11 버튼으로
자동으로 입력될
지역번호를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적용합니다.

33

64 65

최근통화목록을 선택합니다.11

전화를 걸 때마다 설정한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입니다. 
설정안함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재통화하거나 시간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삭제 : 선택한 번호를 통화목록에서 삭제합니다.
2. 폰북에저장 : 선택한 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합니다.
3. 메시지 보내기 : 선택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4. Shot메일 보내기 : 선택한 번호로 간단한 메시지 및 첨부파일을 보냅니다.
5. 전체삭제 : 통화목록 전체를 삭제합니다.

● 다른 지역번호나 지역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발신하려면, 

자동으로 입력된 자동지역번호를 버튼으로 지우면 됩니다.

● 기본은 설정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대기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목록은 수신한 전화번호와 발신한 전화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부재중 전화는 수신함에 저장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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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근근 통통화화 목목록록

전
화
번
호
부

66 67

11..11.. 문자보내기

22..22.. 사진보내기

33..33.. Shot메일보내기

44..44.. 수신함

55..55.. 발신함

66..66.. 임시보관함

77..77.. 스팸메시지

88..88.. 첨부파일함

99..99.. 환경설정

메메시시지지메메시시지지
원하는 번호를 선택 한 후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 목록이나
상세 조회 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2

1. 삭제
2. 폰북에저장

버버튼튼을을 누누르르면면 해해당당 전전화화번번호호로로 발발신신됩됩니니다다..

버버튼튼을을 눌눌러러 해해당당 번번호호로로 문문자자를를 전전송송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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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문문자자보보내내기기

메
시
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메
시
지

문자보내기를
선택합니다.

11 메시지 내용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22

1. 이모티콘 부르기 :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2. 상용구 부르기 :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3. 문자세상접속 : ez-i의 문자세상으로 접속하여 이모티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임시보관함 저장 : 임시보관함에 저장합니다.
5. 상위 : 메시지 메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문자메시지는 한글 40자가 넘는 경우, 
메시지를 나누어 보내지 않고 하나의
Long message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용량을 페이지와%로 보여줍니다.
● 한글 버튼으로 문자종류를 선택합니다.
● 문자입력방법(P. 34~37)을 참조하세요.

받는사람 번호를
입력합니다

33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44

● 메시지 발신 성공 : 메시지 저장 여부를 묻는
메시지에‘예'를 누르면 메시지를 발신함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발신 실패 : 재발송을 시도한 후, 
재발송에 실패한 경우에 임시보관함에 저장
여부를 묻는 메시지에‘예'를 누르면 메시지를
임시보관함에 저장하여 추후 재발신 할 수
있습니다. 

1. 최근번호검색 : 최근에 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상위 : 메시지 내용쓰기로 이동합니다.

●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버튼으로 지워 회신 받을 다른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를 최대 10명까지 동시 전송 가능합니다.
● 검색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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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시
지

71

사사진진보보내내기기

메
시
지

70

➔
➔
➔
또는

저장한 사진전송

저장한 사진전송과
새로찍어 전송 선택
화면 중 버튼을
눌러 저장한 사진
전송을 선택합니다.

11 앨범보관함의
사진이 보여집니다. 

22 버튼을 눌러 shot 
메일 항목을 입력한 후
전송버튼을 누르면
전송을 시작합니다.

33

● 멀티 : 이미지(썸네일)로 사진들이 보여지고
선택 가능합니다.

● OK : 선택된 사진이 shot메일에 첨부됩니다.
● 상위 : 사진보내기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새로찍어 전송

11 저장한 사진전송과
새로찍어 전송 선택
화면 중 버튼을
눌러 새로찍어 전송을
선택합니다.

22 사진 촬영 화면이
보여집니다.

33 사진을 촬영하면 전송
버튼을 눌러

shot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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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시
지

73

SShhoott메메일일 보보내내기기

메
시
지

Shot메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11 Shot메일의 각 항목을 설정합니다.22

72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을 시작합니다.33

● 받받는는이이 ::  받받을을 사사람람의의 메메일일주주소소나나 전전화화번번호호를를 입입력력합합니니다다..  1100명명까까지지
동동시시전전송송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001100llggtteell@@eezz--ii..ccoo..kkrr,,  001100ccuurriitteell@@ccuurriitteell..ccoomm,,……))

● 제제목목 ::  메메일일의의 제제목목을을 입입력력합합니니다다..
● 첨첨부부 ::  첨첨부부할할 파파일일을을 선선택택합합니니다다..  첨첨부부파파일일의의 용용량량은은 총총 225566KKBB까까지지

가가능능하하며며,,  사사진진 파파일일은은 55개개 이이내내로로 첨첨부부 하하십십시시오오..
①① 촬촬영영한한 사사진진 ::  촬촬영영한한 사사진진 중중에에서서 선선택택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②② 받받은은 사사진진 ::  SShhoott메메일일로로 받받은은 사사진진 중중에에서서 선선택택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③③ 캐캐릭릭터터 ::  SShhoott메메일일로로 받받은은 캐캐릭릭터터 중중에에서서 선선택택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④④ 멜멜로로디디 ::  SShhoott메메일일로로 받받은은 멜멜로로디디 중중에에서서 선선택택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내내용용 ::  내내용용을을 입입력력합합니니다다..
● 버버튼튼을을 눌눌러러 메메뉴뉴 중중 임임시시보보관관함함 저저장장을을 선선택택하하면면 메메일일을을
임임시시로로 저저장장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664400  XX  448800의의 이이미미지지를를 폰폰으으로로 보보낼낼 때때에에는는 자자동동으으로로 114444  XX  117766으으로로 보보내내도도록록
되되어어 있있습습니니다다..

● 파파노노라라마마 사사진진 수수신신 시시 파파노노라라마마 재재생생을을 할할 수수 없없습습니니다다..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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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신신함함

메
시
지

메
시
지

74 75

수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수신함

문자를
선택합니다.

11 읽고자하는 메시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메시지
내용을 조회합니다.

22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며 50개 까지 저장됩니다.

1. 삭제 : 해당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2. 선택삭제 : 삭제할 메시지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 전체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4. 삭제방지 : 메시지를 삭제하는것을 방지합니다.
5. 폰북에 저장 : 발신번호를 폰북에 저장합니다.

● 메시지의 전체내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메시지의 회신전화번호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 통화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가 없을 경우“수신함에 저장된 메시지가 없습니다”가
표시 됩니다.

● :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 : 확인한 메시지

● : 삭제 방지된 메시지

● 수신메시지 45~49개 : “여유용량 부족, 문자수신함을 비워주세요.”문장이 표시됩니다.
● 수신메시지 50개 : “용량초과 문자수신함을 비워주세요.”문장이 표시됩니다. 이때 수신된 메시지를 삭제해야만

새로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조회 도중 발신 번호를 폰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문자자메메시시지지 수수신신시시 외외부부 LLCCDD에에 메메시시지지 내내용용이이 표표시시됩됩니니다다..

: 대기화면으로 전환 됩니다.

: 내용이 스크롤 됩니다. 

➔
➔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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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신신함함

메
시
지

메
시
지

76 77

음성수신함

음성을 선택합니다.11 듣기 버튼을 눌러 음성사서함에
접속합니다.

22

수신한 음성메시지의 수가 표시되며 확인하지 않은 음성메시지의 경우 음성사서함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성메시지가 없을 경우“수신한 음성이 없습니다”가 표시 됩니다.

●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음성메시지만 음성수신함에

저장되며 이외에는 문자수신함에 저장됩니다.

이벤트수신함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11 이벤트 메시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22

ez-i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수신함

방송을
선택합니다.

11 방송 메시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22

miTV 방송 채널에서 수신된 메시지가 저장됩니다.

LT6000-12-17  2004.12.22 2:40 PM  페이지76



수수신신함함

메
시
지

메
시
지

78 79

Shot메일수신함

Shot메일을 선택하여
shot 메일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11 원하는 메일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22

1. 새로 받기 :  새로 수신된 메일을 확인합니다.
2. 삭제 : 현재 선택된 Shot 메일을 삭제합니다.
3. 전체 삭제 : Shot 메일 수신함을 비웁니다.
4. 삭제방지 : 현재 선택된 Shot 메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합니다.

1. 전달 : 다른 주소 혹은 전화번호로 수신한 shot 메일을
전달합니다.

2. 삭제 : 조회중인 Shot 메일을 삭제합니다.
3. 폰북에 저장 : 보낸 사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합니다.

수신함비우기

수신함비우기를
선택합니다.

11 삭제여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22

● 예 : 수신함의 모든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삭제방지된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수신함의 메시지 삭제가 취소됩니다.

모든 수신함의 메시지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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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신신함함

메
시
지

이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보내려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낸 문자

보낸 문자를
선택합니다. 

11 보낸 문자 리스트를 확인합니다.22 다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33

1. 삭제 : 해당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2. 전체삭제 : 발신함에 저장된 메시지

전체를 삭제합니다.

1. 이모티콘 부르기 : 자주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2. 상용구 부르기 : 자주사용하는 문구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3. 문자세상접속 : ez-i의 문자세상으로 접속하여 이모티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임시보관함 저장 : 임시보관함에 저장합니다.
5. 상위 : 메시지 메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문자를 수정하려면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합니다.
●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버튼을 누르면 전송됩니다.
● 연락받을 번호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본값으로 저장됩니다.

➔
➔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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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신신함함

메
시
지

보낸 Shot메일

보낸 Shot메일을 선택하여 보낸
Shot메일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11 메시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상세조회합니다.

22

1. 삭제 : 해당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2. 전체삭제 : 발신함에 저장된 메시지 전체를 삭제합니다.
3. 삭제방지 : 저장된 메시지의 삭제를 방지합니다.

1. 전달 : 다른 주소 혹은 전화번호로 보낸 shot 
메일을 전달합니다.

2. 삭제 : 조회중인 Shot 메일을 삭제합니다.
3. 폰북에 저장 : 받는 사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합니다.

● 첨부파일란을 선택하면 첨부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
시
지

발신함 비우기

발신함비우기를 선택합니다.11

● 예 : 발신함의 모든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 아니오 : 발신함 비우기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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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시시보보관관함함

메
시
지

메
시
지

작성중 Shot 메일

작성중 Shot메일을
선택합니다.

11 작성중인 Shot 메일을 조회하여 내용을 편집하여
발신할 수 있습니다.

22

1. 삭제 : 현재 선택된 Shot 메일을 삭제합니다.
2. 전체 삭제 : 작성중 Shot 메일을 모두 지웁니다.
3. 삭제방지 ; 현재 선택된 Shot 메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합니다.

작성중 문자

작성중 문자를
선택합니다.

11 작성중인 문자를 조회하여 내용을
편집하여 발신할 수 있습니다.

22

작성하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나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를 보관하고 다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삭제 : 해당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2. 전체삭제 : 작성중문자를 모두 지웁니다.

➔
➔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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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시시보보관관함함

메
시
지

스스팸팸메메시시지지 특정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 특정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메시지를 보관하고
특정단어나 특정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메시지를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
시
지

스팸수신함

스팸수신함을 선택합니다.11 읽고자하는 메시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수신거부한 단어, 번호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따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1. 삭제 : 해당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2. 선택삭제 : 삭제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 전체메시지를 삭제합니다.
4. 수신함 복구 : 수신함으로 복구합니다.

● 복구 : 메시지를 스팸
수신함에서 문자
수신함으로 복구
합니다.

● 삭제 : 메시지를 삭제
합니다.

➔
➔
➔
또는

보관함 비우기

보관함 비우기를 선택합니다.11

● 예 : 임시보관함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 아니오 : 임시보관함에 저장된 메시지의 삭제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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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팸팸메메시시지지

메
시
지

메
시
지

스팸번호

스팸번호를 선택합니다.11 원하는 수신거부 번호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편집합니다.

22

수신거부 하고자 하는 번호를 설정하여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스팸번호추가 : 스팸번호를 추가합니다.
2. 삭제 : 해당 번호를 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 수신 거부 번호 모두를 삭제합니다.

스팸단어

스팸단어를 선택합니다.11 수신거부단어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편집합니다.

22

메시지 내용중에 수신거부를 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스팸단어로 등록하면 해당
메시지가 스팸 수신함에 저장됩니다. 

1. 스팸단어추가 : 수신거부 단어를 추가합니다.
2. 삭제 : 해당 단어를 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 수신 거부 단어를 모두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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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첨부부파파일일함함

메
시
지

메
시
지

수신알림 설정

수신알림 설정을
선택합니다.

11 수신방법 및 수신알림주기, 
수신내용 표시와 수신음을
설정합니다.

22 설정을 완료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33

메시지 수신 시 수신방법과 수신알림주기, 수신내용표시, 수신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환경경설설정정 메시지 수신 시 수신방법과 수신알림주기, 수신내용표시, 수신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MS 수신 알림 설정은 매너모드를 제외하고 벨, 진동 선택과 무관하게 동작됩니다.
● SMS 수신시 외부화면에서 메시지 내용확인은 버튼으로 할 수 있으며

버튼으로 확인시 본문 내용을 읽음으로 표시하고 대기상태로 빠져 나갑니다.

● 수신 방법 : 소리 / 진동 / 램프 / 
꺼짐

● 램프설정 : 빨강/녹색/파랑/보라/
하늘/흰색

● 수신알림주기 : 한번만 / 1분마다 /
3분마다 / 5분마다

● 수신내용표시 : 표시함 / 표시안함
● 수신음 : 수신음1 / 수신음2 / 

수신음3

➔
➔
➔
또는

첨부파일함을
선택합니다.

11 원하는 파일을 찾아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파일함비우기를 선택
하면 첨부파일함의
첨부파일들이 모두
삭제됩니다.

33

Shot메일의 첨부 파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Shot메일로 수신한 사진, 캐릭터, 
멜로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한 파일은 Shot 메일에 첨부
하여 전송할 수 있으나, 재 전송
안되는 컨텐츠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예 : 첨부파일함의 모든 첨부파일이
삭제됩니다.

● 아니오 : 첨부파일함의 모든 파일
삭제가 취소됩니다.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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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환경경설설정정

메
시
지

메
시
지

상용구관리

상용구 관리를 선택합니다.11 원하는 상용구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편집합니다.

22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상용구로 저장시킨 후 필요할 때 불러내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메시지 보내기 : 해당 상용구가 삽입된 메시지 내용쓰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신규등록 : 신규로 등록할 상용구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삭제 : 선택한 상용구를 삭제합니다.
4. 보관함 초기화 : 상용구 보관함이 휴대전화가 출시될 때의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Shot메일 정렬

Shot메일
정렬을
선택합니다.

11

Shot메일을 날짜 및 발신자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Shot메일함 모드

Shot메일함
모드를 선택합니다.

11

Shot메일 리스트의 보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날짜순 정렬 : 수신한 날짜순으로
Shot 메일이 정렬됩니다.

● 발신자순 정렬 : 발신한 주소 및 전화
번호 순으로 Shot메일이
정렬됩니다.

● 모두 보기 : Shot메일함에서 메일
목록이 제목과 발신자가
모두 보여집니다.

● 제목만 보기 : Shot메일함에서 메일
목록이 제목만 보여
집니다.

● 발신자만 보기 : Shot메일함에서 메일
목록이 발신자만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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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환경경설설정정

메
시
지

94 95

11..11.. 알람

22..22.. 모닝콜

33..33.. 일정관리

44..44.. D-Day

55..55.. 메모

66..66.. 계산기

77..77.. 세계시간

전전자자수수첩첩전전자자수수첩첩이모티콘 관리

이모티콘관리를 선택합니다.11 이모티콘을 상세 조회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22

기본으로 있는 이모티콘에서 사용자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기능과 삭제하거나 초기화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메시지 보내기 : 해당 이모티콘이 삽입된 메시지 내용쓰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신규등록 : 신규로 등록할 이모티콘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삭제 : 선택한 이모티콘을 삭제합니다.
4. 보관함 초기화 : 이모티콘 보관함이 휴대전화가 출시될 때의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이모티콘의 종류마다 7개 총 35개의 이모티콘을 제공합니다.

● 윙크/응원,졸림/기타,우울/놀람,
웃음/행복,선물/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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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알알람람

전
자
수
첩

지정된 날짜와 시각에 알람이 울리는 기능입니다. 알람은 8개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전
자
수
첩

알람을
선택합니다.

11 새로운 알람을 설정하려면 알람 설정 유도
메시지에서‘예’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알람 조건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33➔

1. 삭제 : 해당 알람을 삭제합니다.

2. 전체삭제 : 저장되어 있는 알람을 모두

삭제합니다.

3. 알람추가 : 새로운 알람을 추가합니다.

: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알람을 편집합니다.
등록된 알람이 없을 때 등록된 알람이 있을 때

● 오전/오후 : 오전, 오후를 지정합니다.
● 알람시간 : 알람시간을 입력합니다.
● 지속간격 : 알람이 울리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30초, 1분, 3분)
● 벨소리 : 알람의 소리를 지정합니다. (벨지정 버튼을

눌러 벨을 선택)
● 주기설정 : 알람이 울리는 주기를 설정합니다. 

(한번만, 매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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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수
첩

99

모모닝닝콜콜

전
자
수
첩

모닝콜을
선택합니다.

11 새로운 모닝콜을 설정하려면 모닝콜 설정 유도
메시지에서‘예’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98

지정된 날짜와 시각에 모닝콜이 울리는 기능입니다. 모닝콜은 8개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등록된 모닝콜이 없을 때 등록된 모닝콜이 있을 때

1. 삭제 : 해당 모닝콜을 삭제합니다.

2. 전체삭제 : 저장되어 있는 모닝콜을 모두

삭제합니다.

3. 모닝콜추가 : 새로운 모닝콜을 추가합니다.

: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모닝콜을

편집합니다.

● 오전/오후 : 오전, 오후를 지정합니다.
● 모닝콜시간 : 모닝콜시간을 입력합니다.
● 지속간격 : 모닝콜이 울리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30초, 1분, 3분)
● 벨소리 : 모닝콜의 소리를 지정합니다. 

(벨지정 버튼을 눌러 벨을 선택)
● 휴일설정 : 모닝콜이 울리는 요일을 설정합니다. 

(매일, 월~금, 월~토, 해제)

모닝콜 조건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33

● 모닝콜이 울릴 때 5분후에 모닝콜이
다시 울릴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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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수
첩

101

일일정정관관리리

전
자
수
첩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11 일정 등록을 원하는 날짜로 이동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100

일정과 날짜를 이용하여 약속, 계획등을 일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정은 하루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전체 20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일정 조건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면 일정이 등록됩니다.

33

1. 자동지우기 : 일정시간 경과후에 자동으로 일정을 지웁니다.(P.102참고)
2. 전체삭제 : 저장된 일정을 모두 삭제합니다.

● 일일정정이이 있있는는 날날은은 날날짜짜에에 밑밑줄줄이이 표표시시됩됩니니다다..
● 포커스가 월에 위치했을때 월월단단위위로로 이이동동은은 버버튼튼을을 이이용용해해서서 이이동동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일일정정을을 등등록록해해 놓놓은은 날날짜짜에에서서 버버튼튼을을 누누르르면면 일일정정을을 날날짜짜별별,,  시시간간별별로로 볼볼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이이 때때 일일정정추추가가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일일별별 일일정정에에서서는는 각각 시시간간별별로로 다다른른 일일정정을을 입입력력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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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정관관리리 DD--DDaayy  

전
자
수
첩

전
자
수
첩

102 103

특정한 날짜를 D-Day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D-Day는 하루 50개, 전체 200개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일일정정 자자동동지지우우기기

1. 일정관리에서 버튼을 누르고‘1. 자동지우기’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지우기를 설정해 놓으면 설정한 기간후 일정이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전전체체 삭삭제제

1. 일정관리에서 버튼을
누르고

2. ‘2. 전체삭제’를 선택합니다.

등록한 일정을 전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특정정날날짜짜의의 일일정정을을 삭삭제제
- 특정날짜의 일정이 하나 있을 경우 : 원하는 날짜에서 버튼을 눌러 일별 일정으로

들어간 다음 버튼을 누른 후 삭제합니다.
- 특정날짜의 일정이 두개이상 있을 경우 : 원하는 날짜에서 버튼을 눌러 일별 일정으로

들어간 다음 삭제할 시간으로 커서를 옮긴 후
메뉴버튼을 누르고 삭제합니다. (이 경우 특정날짜의
특정시간만 삭제됩니다.)

- 특정날짜의 일정 전체 삭제 : 원하는 날짜의 일별 일정으로 들어간 다음 버튼을 누른 후
전체 삭제를 선택합니다.

D-Day를
선택합니다.

11 D-Day 설정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오면“예”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자자동동지지우우기기 안안함함
● 한한달달 후후에에
● 33개개월월 후후에에
● 66개개월월 후후에에

● D-Day제목입력 : D-Day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 D-Day날짜설정 : D-Day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 알람설정 : D-Day 알람시기를 선택합니다.
(하루전, 이틀전, 일주일전)

● 알람시간 : 알람이 울릴 시간을 설정합니다.
● 벨소리 : 알람의 소리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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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aayy  메메 모모

전
자
수
첩

전
자
수
첩

104 105

메모를 선택합니다.11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기능으로 5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D-Day제목, 날짜, 알람설정, 
알람시간, 벨소리를 지정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33

● 등등록록된된 메메모모가가 없없는는 경경우우 메메모모
추추가가를를 묻묻는는 메메시시지지에에서서‘‘예예’’를를
누누르르면면 메메모모를를 등등록록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D-Day추가
D-Day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새로운 D-Day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1. D-Day가 등록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후“3. D-Day추가”를 선택합니다.
2. D-Day제목, 날짜, 알람설정, 알람시간, 벨소리를 지정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D-Day수정
등록된 D-Day 의 날짜, 내용, 시간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1. 등록된 D-Day중 수정하려는 D-Day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릅니다.
2. D-Day제목, 날짜, 알람설정, 알람시간, 벨소리를 수정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D-Day삭제
등록된 D-Day 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1. D-Day가 등록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후“1. 삭제 / 2.전체삭제”를 선택합니다.
2. 삭제여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메모를 작성합니다.22

● 메모 내용을 한글, 영문, 숫자, 기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저장된 메모를 상세조회하면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메모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메모 목록에서는 등록된 메모를 삭제하거나 모든 메모를 삭제할 수 있고, 
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33➔

LT6000-12-17  2004.12.22 2:41 PM  페이지104



전
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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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산산기기

전
자
수
첩

106 107

계산기를 선택합니다.11 계산할 숫자를 입력하고 연산 기호를 입력합니다.22

사칙연산을 기본으로 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음수수를를 입입력력하하고고자자 할할 때때에에는는 괄괄호호를를 이이용용하하십십시시오오..  예예 ::  ((--33))
기기호호 입입력력 방방법법

++

--

X

÷÷

==

((

))

1.소수점 : 소수점을 입력할 경우 사용합니다.

2.AC : 계산기를 초기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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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계계시시간간

전
자
수
첩

108 109

11..11.. 데이터 Sync

22..22.. 전화받는 방법

33..33.. 통화시간조회

44..44.. 램프설정

55..55.. 시스템관리

66..66.. LGT편리서비스

77..77.. 파일관리자

88..88.. 듀얼넘버 설정

휴휴대대폰폰관관리리휴휴대대폰폰관관리리세계시간을
선택합니다. 

11 버튼으로 도시를
변경하여 세계시간을
확인합니다.

22 50개 도시의 현재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세계시간 세계 주요 도시의 현지 시간을 확인하여 국제전화 사용시 참고하십시오.

● 선선택택한한 도도시시명명이이 지지도도
위위쪽쪽에에,,  날날짜짜와와 시시간간,,  
시시차차가가 지지도도 하하단단에에
표표시시됩됩니니다다..

● 현재 조회하고 있는 도시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십자로 표시해줍니다.
● 현재 조회하고 있는 도시와 서울과의 시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머타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500개개 도도시시
서서울울,,  도도쿄쿄,,  괌괌,,  시시드드니니,,  오오크크랜랜드드,,  호호놀놀룰룰루루,,  앵앵커커리리지지,,  시시애애틀틀,,  
로로스스엔엔젤젤레레스스,,  덴덴버버,,  멕멕시시코코시시티티,,  달달라라스스,,  시시카카고고,,  디디트트로로이이트트,,  워워싱싱턴턴..  
뉴뉴욕욕,,  몬몬트트리리얼얼,,  보보스스톤톤,,  카카라라카카스스,,  부부에에노노스스,,  리리오오데데자자,,  아아조조레레스스,,  리리스스본본,,  
런런던던,,  마마드드리리드드,,  파파리리,,  암암스스텔텔담담,,  로로마마,,  베베를를린린,,  비비엔엔나나,,  아아테테네네,,  헬헬싱싱키키,,  
카카이이로로,,  베베이이루루트트,,  쿠쿠웨웨이이트트,,  제제다다,,  모모스스크크바바,,  테테헤헤란란,,  아아부부다다비비,,  카카불불,,  델델리리,,  
콜콜롬롬보보,,  다다카카,,  방방콕콕,,  하하노노이이,,  싱싱가가포포르르,,  자자카카르르타타,,  홍홍콩콩,,  베베이이징징,,  마마닐닐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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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관
리

휴
대
폰
관
리

데데이이터터 SSyynncc  ez-i 서버에 등록되어있는 주소나 일정 등을 내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거나
서버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

Sync 환경설정

Sync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11 ID,비밀번호, 서버주소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22

접속할 서버주소와 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www.ez-i.co.kr 사이트에
가입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록 Sync 

주소록을
선택합니다.

11

폰주소록과Web주소록을 Sync하는 기능입니다.

주소록 Sync 방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Web의 주소록을 폰으로
다운로드 받을지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33

● 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삭제한 후
진행됩니다.

폰 <- Web : Web에서 폰으로 단방향의 주소록을 옮기는 기능입니다.
폰 -> Web : 폰에서Web으로 단방향의 주소록을 옮기는 기능입니다.
(일정Sync,주소록/일정Sync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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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이이터터 SSyynncc  

폰폰 <<--  wweebb  단단 방방향향의의 주주소소록록을을 옮옮길길 경경우우
1 폰 <-web 를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2 “web의 주소록을 폰으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예’를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3 “기존에 있던 폰의 주소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진행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예’를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4 “Sync 준비중 입니다 -> 폰 주소록 삭제중 -> Sync 정보수신중 -> Sync 정보기록중 ->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차례로 나오면 버튼을 누릅니다.

● 폰<-web인 경우에는 폰상 데이터가 지워지고 web데이터로 덮어 씌워지므로 이미 존재하는 주소/일정 데이터인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 이때 Sync 작업 후에는 완료메시지가 뜬 후“자료정리를 위해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후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폰폰 -->>wweebb  단단 방방향향의의 주주소소록록을을 옮옮길길 경경우우
1 폰 ->web 를 선택후 버튼을 누릅니다.
2 “폰의 주소록을 web으로 업로드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예’를 선택후 버튼을 누릅니다.
3 “Sync준비중입니다 -> Sync정보수집중입니다 -> Sync정보송신중 ->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차례로 나오면
버튼을 누릅니다.

● Sync 실행도중 취소를 원하시면 버튼을 누르면“Sync중단중”메시지가 나온 후 중단됩니다.

일정Sync 

일정을
선택합니다.

11 일정 Sync 방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Web의 주소록을 폰으로
다운로드 받을지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33

폰의 일정과 web의 일정을 Sync하는 기능입니다.

● 주소록 Sync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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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이이터터 SSyynncc  전전화화받받는는 방방법법

전화받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11 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22

● 폴더 열고 즉시 : 폴더를 연 후 곧바로 통화가 연결됩니다.
● 폴더 열고 키 누름 : 폴더를 연 후 ,          버튼을 제외한 아무키나 누르는 경우 연결됩니다.

(        ,           버튼을 누르면 수신거부 됩니다.)

➔주소록/일정 Sync 

주소록/일정을
선택합니다.

11 Sync 방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Web의 주소록을 폰으로
다운로드 받을지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33

폰의 주소록/일정과 web의 주소록/일정을 Sync하는 기능입니다.

● 주소록 Sync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폰<- web인 경우에는 폰상 데이터가 지워지고 web데이터로 덮어
씌워지므로 이미 존재하는 주소/일정 테이터인 경우에도 새로 추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 주소록, 일정 등 변경된 내용은 폰, we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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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화화시시간간조조회회 램램프프설설정정

램프설정을 선택합니다.11 램프설정의 각 항목값을
설정 후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22

전화나 메시지 수신시 폴더 램프의 켜짐과 꺼짐, 램프 색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최종통화시간, 월간통화시간, 총통화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표시되는 통화시간은 사용요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1 통화시간조회를
선택합니다.

22 통화시간을 확인합니다.

● 최종 통화 시간 : 가장 최근에 통화했던 통화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 월간 통화 시간 : 이달에 통화했던 통화시간량을 표시합니다.

● 총 통화 시간 : 통화한 총 통화시간량을 표시합니다.

통통화화시시간간을을 초초기기화화하하려려면면
1. 초기화하려는 통화시간을 선택한

후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2. 초기화 여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 전화수신시 : 켜짐/꺼짐
● 메시지수신시 : 켜짐/꺼짐
● 폴더램프 : 6색/꺼짐/빨강/녹색/파랑/보라/하늘/흰색
● 6색은 전화 수신시에만 작동됩니다.
● 매너모드인 경우 점멸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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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스스템템관관리리

사생활보호관리

사생활보호관리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11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버튼으로 변경하고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22

메시지, Shot메일, 전화번호부, 통화목록, 앨범보관함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제한 설정

통화제한설정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11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버튼으로 변경하고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22
발신, 국제전화, 700서비스, 060서비스, 0303서비스 등 통화를 제한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제품구입시 비밀번호는“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잠금기능을 설정하면 폰 사용 시 대기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제품구입시 비밀번호는“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발신제한 : 설정시 발신할 수 없습니다.
● 국제전화제한 : 설정시 국제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 700서비스제한 : 설정시 700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
● 060서비스제한 : 설정시 060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
● 0303서비스제한 : 설정시 0303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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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스스템템관관리리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변경을 선택하여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1 새 비밀번호와 확인을 위하여 한 번 더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22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 제품구입시 비밀번호는“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리얼포트 설정

시리얼포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11 흐름제어, 속도제어, 수신모드설정, 통신포트를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22

시리얼 포트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합니다.
무선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반 PC나 노트북등에서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서비스입니다.

● LG Telecom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G 
Telecom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흐름제어 : 데이터 통신을 할 때 PC와 휴대전화 사이의 시리얼 통신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속도제어 : 통신 속도를 선택합니다. (저속19200, 고속115200, 고속 230400, 모뎀)
- 저속패킷(직렬포트 속도 [19200bps]) : 데이터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시스템(망)이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 고속패킷(직렬포트 속도 [115200bps]) :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속도이며, 고속 패킷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고속서비스로 접속합니다.
- 고속패킷(직렬포트 속도 [230400bps]) : 고속패킷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 고속 서비스로 접속

하여 230400bps 까지의 직렬포트 속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의 직렬 포트는 휴대전화에서 제공하는
직렬포트의 최대 속도를 지원하지 못하므로,직렬 데이터의
속도를 전환해 주는 컨버터를 필요로 합니다.

- 모뎀 (직렬포트 속도 [19200bps]) : 통신프로그램( 이야기, 새롬데이터맨)을 이용하여 PC통신망에
접속하거나, 1:1 데이터통신을 할 때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 수신모드설정 : 상대방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 휴대전화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착신해제, 모뎀)

- 전원이 켜졌을 때에는 항상‘착신해제’상태입니다.
- ‘모뎀착신’은 통신모드설정에서‘모뎀’으로 설정해야만 동작합니다.

● 통신포트 : 휴대전화와 연결되는 매체에 따라 통신포트를 설정합니다.(USB, U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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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스스템템관관리리

시스템 초기화

시스템초기화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11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 할지 여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2

휴대전화의 모든 설정값들이 출시 상태로 초기화되는 기능입니다. S/W 버전확인

S/W버전확인을 선택합니다.11

현재 구동중인 시스템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 제품구입시 비밀번호는“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초기화를 누르시면 메시지, 전화번호부도 모두 삭제 됩니다.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되므로 신중히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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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

음성사서함

음성사서함을
선택합니다.

11

발신번호표시

발신번호표시를 선택합니다.11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음성사서함

을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음성사서함

을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음성사서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발신번호표시를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발신번호표시를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발신번호표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LG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음성사서함, 통화중대기, 착신거절 등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중,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휴대전화가 꺼져있을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되어
음성메시지를 받아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화가 오면 휴대전화에 발신자의 번호가 표시되는 서비스입니다.

발신금지

발신금지를
선택합니다.

11

통화중대기

통화중대기를
선택합니다.

11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발신금지를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발신금지를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발신금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통화중대기를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통화중대기를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통화중대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타인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통화중에 전화가 걸려올 경우 신호음으로 이를 알려주어 통화중에도 걸려오는 전화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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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 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

회의통화

회의통화를
선택합니다.

11

착신거절

착신거절을
선택합니다.

11

● 3명이 통화 : 3명이 통화하는 방법.

● 3명이상 통화 : 3명이상 통화하는 방법.

● 서비스안내 : 회의통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착신거절을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착신거절을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착신거절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시에 최대 6명까지 여러사람이 함께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전화수신을 일시 정지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메시지센터

착신전환

메시지센터를
선택합니다.

11 ● 음성메시지전달 : 특정 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음성사서함 : 특정 번호의 음성사서함에

전달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안내 : 메시지 센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성사서함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인사말 변경, 음성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원하는 다른 일반전화/무선호출 등으로 자동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착신전환을
선택합니다.

11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착신전환을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착신전환을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착신전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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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 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

추적연결

그룹콜

추적연결을
선택합니다.

11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추적연결을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추적연결을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추적연결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원하는 다른 일반전화/무선호출 등으로 자동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그룹으로 등록한 후, 한번의 조작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듀얼넘버

10. 그룹 콜을
선택합니다.

11
비밀번호서비스

11.듀얼넘버를
선택합니다.

11

● ARS이용 : ARS를 이용합니다.

● 단축키 사용 : 단축키를 사용하여

그룹 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서비스안내 : 그룹 콜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비스안내 : 듀얼넘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의 휴대전화에 원래의 번호와 별도의 추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2개의 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발신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하여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음성사서함이나 사용자가
지정한 번호로 착신전환 되는 서비스입니다.

12.비밀번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1 ●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비밀번호
서비스를 등록합니다.

●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비밀번호
서비스를 해제합니다.

● 서비스안내 : 비밀번호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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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GTT편편리리서서비비스스 파파일일관관리리자자

수신번호선택

13.수신번호선택을 선택합니다.11

●서비스등록 : 접속하여 수신번호선택을 등록합니다.
●서비스해제 : 접속하여 수신번호선택을 해제합니다.
●서비스안내 : 수신번호선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착신을 허용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걸려오는 전화중에서 목록내의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통화를 허용하고 아닌 경우는 음성사서함이나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파일관리자를

선택합니다.
11 확인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각 카테고리별로 다운받은 용량과 파일
크기를 확인합니다.

22

● 각 카테고리 내의 파일을 실행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 파일의 저장이나 삭제 도중 전원이 차단되거나 키 입력을 하는 경우
파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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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일일관관리리자자

캐릭터멜로디

캐릭터멜로디를 선택 후,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을 확인합니다.11

자바스테이션

자바스테이션을 선택 후,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을 확인합니다.11

노래방

노래방을 선택 후,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을 확인합니다.11

클릭!동영상

클릭!동영상을 선택 후,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을 확인합니다.11

● 변경 : 파일을 선택/해제 합니다.
● 삭제 : 선택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 듣기 : 선택한 파일을 재생합니다.

● 변경 : 파일을 선택/해제 합니다.
● 삭제 : 선택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 상위 : 상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변경 : 파일을 선택/해제 합니다.
● 삭제 : 선택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 상위 : 상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변경 : 파일을 선택/해제 합니다.
● 삭제 : 선택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 상위 : 상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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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HOME

22..22.. 캐릭터 멜로디

33..33.. 자바TM스테이션

44..44.. Shot 메일

55..55.. 노래방

66..66.. 클릭! 동영상

77..77.. 필링

88..88.. miTV

eezz--iieezz--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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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듀얼얼넘넘버버 설설정정
듀얼넘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할 듀얼넘버와 해당 듀얼넘버로 수신되는
전화의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1 듀얼넘버 설정을
선택합니다.

22 듀얼넘버로 설정할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으로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33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 무선인터넷이란 무선(Wireless)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인터넷접속방식은 유선방식으로써 모뎀, 
전용선 등을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선(Wire)으로 사용하나
무선인터넷은 이러한 선(Wire) 대신에 LG Telecom의 무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됩니다.

● 무선인터넷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바로 접속하여
e-mail 주고받기, 뉴스, 날씨, 증권거래, 오락, 연예정보, 게임, 채팅, 
미팅, 동호회 활동 등 생활 속에 벌어지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LG Telecom에 의해 전송되는miTV는 SMS 문자 메시지와 유사
하게 URL(인터넷주소)이 전송되어 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 본 서비스는 LG Telecom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G Telecom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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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i란,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메일, 커뮤니티, 증권/금융, 게임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조회, 검색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입니다.

초기화면접속

11 초기화면
접속을 선택합니다.

22 원하는 항목의 숫자버튼을
누르거나 버튼으로
선택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ez-i에 접속한 후 간단한 버튼 사용법

● ez-i에 접속되면 휴대전화는 통화 중 대기 상태가 되며,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 ez-i에 연결된 후, 타이머 설정 시간 동안 입력이 없으면 접속은 자동 해제됩니다. 초기 접속을

시도하는 동안에는 통화료가 부과되며, 전파가 불안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도중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버버 튼튼 기기 능능 설설 명명

길길게게 누누름름 ::  eezz--ii  홈홈 으으로로 이이동동

길길게게 누누름름 ::  북북마마크크로로 이이동동

길길게게 누누름름 ::  북북마마크크에에 저저장장

길길게게 누누름름 ::  문문자자 수수신신함함으으로로 이이동동

접접속속 종종료료

이이전전화화면면으으로로 이이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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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URL)입력

11 주소(URL)입력을
선택합니다.  

22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URL로 이동합니다.

33 최근 방문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wap page의 주소를 직접 단말기에서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종접속사이트

11 최종접속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접속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최근에 주소(URL)입력으로 방문한 사이트의 URL의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URL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메뉴(최근방문사이트)를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실행

됩니다.
북마크

11 북마크를 선택합니다. 

북마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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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1 설정을 선택합니다.

무선인터넷 환경을 설정합니다.

타타이이머머 설설정정
ez-i 접속 후 사이트 이동시 자동타이머를 설정하여 아무런 입력없이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ez-i의
연결이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11 타이머설정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타이머
설정시간 (10초/20초/30초/1분
/3분)을 선택하고 버튼으로
설정을 저장합니다. 

인인터터넷넷 주주소소설설정정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Browser IP와
Port를 설정합니다.

11 인터넷주소설정을 선택합니다.

잠잠금금 설설정정
ez-i 로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1 잠금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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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금금설설정정

11 잠금설정에서 잠금설정을 선택한
후, 인터넷 잠금 모드를 설정합니다.

비비밀밀번번호호 변변경경

11 잠금설정에서 비밀번호변경을 선택한
후, 새 인터넷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캐캐릭릭터터 멜멜로로디디 LG Telecom에서 제공하는 캐릭터와 멜로디를 다운받아 단말기에 저장한 후, 대기화면이나
벨소리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

11 다운받기를
선택하여 원하는
캐릭터나 멜로디를
다운받습니다.

메모리정보

11 메모리 정보를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행하기

11 다운받은 캐릭터나 멜로디가 있을 때
실행하기로 실행하여 대기화면이나
전화 수신 벨소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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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바바TTMM스스테테이이션션 SShhoott메메일일 기존텍스트 형식의 메시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문의 메시지, 멀티미디어파일(사진, 캐릭터, 멜로디 등)을 첨부파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미리 등록된 메일계정의 수신상태도 바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등록은 LG Telecom에 문의하십시오.)

새로받기

새로받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Shot 메일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11

Shot 메일 리스트에서 버튼을 이용하여 읽기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22

메일보내기

메일보내기를
선택합니다.

11

다운받기

11 다운받기를
선택하여 ez-i 에
접속되면 원하는
컨텐츠를 다운
받습니다.

메모리정보

11 메모리정보를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 합니다

실행하기

11 다운받은 자바스테이션 파일이
있을 때 실행하기를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각 컨텐츠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Shot메일 보내기는 메시지의 Shot 메일
보내기(P.72)를 참고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동영상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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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oott메메일일

받은메일함

받은메일함을 선택합니다.11

수신받은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첨부파일함

첨부파일함을 선택합니다.11

Shot메일의 첨부 파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받은 메일함의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의 수신함 Shot 메일 수신함(P.78)을
참고해주십시오.

● 640X480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E-mail로 전송 시 640인 부분이
가로로 보입니다.

보낸메일함

보낸메일함을 선택합니다.11

이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수정하여 전송도 가능합니다. 

● 보낸 메일함의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의 발신함 보낸 shot메일(P.82)을
참고해주십시오.

임시보관함

임시보관함을 선택합니다.11

보내지 못한 메일이나 전달하지 못한 메일을 저장하고 다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임시보관함의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의 임시보관함 작성중 shot메일(P.85)을
참고하십시오.

● 첨부파일함의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의 첨부파일함(P.90)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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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oott메메일일

수신알림설정

수신알림설정을 선택합니다. 11

메일수신방법과 수신알림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11

등록한 e-mail계정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 수신방법 : 소리/진동/램프/꺼짐
● 수신알림주기 : 한번만/1분마다/3분마다/5분마다
● 수신내용표시 : 표시함/표시안함
● 수신음 : 수신음1/ 수신음2/ 수신음3

● ez-i 에 연결되어 등록한 e-mail 계정 관리를 합니다.

노노래래방방
이 기능은 LG Telecom에 ez-i 기능이 신청되어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래방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SMS메시지가 수신되면 알림음이 울리고 사생활보호 미설정시 LCD화면에는 메시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 노래방기능 사용중에는 알람시간이 되면 알람음이 울립니다.

다운받기

11 다운받기를
선택하여 노래방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메모리정보

11 메모리정보를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행하기

11 실행하기를 선택합니다. 

22 목록이 나오면 실행을 원하는 메뉴를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33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컨텐츠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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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클릭릭!!  동동영영상상 필필링링 LG Telecom에서 제공하는 나만의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1 필링:통화연결음을 선택하면 ez-i 의 필링 서비스로
접속됩니다.

22 사용자가 원하는 통화연결음을 선택하면 그 노래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설정하기, 선물하기, 미리듣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LG Telecom에 ez-i 기능이 신청되어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클릭!동영상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SMS메시지가 수신되면 알림음이 울리고 사생활보호 미설정시 LCD화면에는

메시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 클릭!동영상 기능 사용중에는 알람시간이 되면 알람음이 울립니다.

다운받기

11 다운받기를
선택하여 클릭!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메모리정보

11 메모리정보를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행하기

11 실행하기를 선택합니다. 

22 목록이 나오면 실행을 원하는 메뉴를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33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컨텐츠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하기 : 기본연결음 설정, 친구별 연결음설정, 시간대별 연결음설정, 
기념일 연결음설정 중 선택합니다. 

● 선물하기 : 상대방의 번호를 입력 후에 (LGT사용자만 가능) 전송합니다. 
● 미리듣기 : 미리듣기를 하면 직접 통화연결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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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iTTVV miTV는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정보(뉴스, 날씨, 주식, 연예, 생활정보 등)를 방송메시지로 발송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단방향 전송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수신채널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송수신함

11 방송수신함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채널 ON/OFF 

11 채널 ON/OFF를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사용하여 방송메시지의 수신여부를 설정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버튼을 눌러 메시지 저장/삭제할 수 있습니다.

●miTV 수신: miTV 서비스 받음
(채널목록 선택에서 설정된 채널의 방송메시지만 수신됨) 

●miTV수신안함 : miTV 서비스 받지 않음
(채널목록 선택의 설정값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메시지를 수신안함)

●방송을 받으려면 채널 수신여부를miTV 수신으로 해야 합니다. ● 통화중 및 네트워크(무선인터넷 등) 사용 중에는miTV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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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iTTVV

무무선선인인터터넷넷무무선선인인터터넷넷 iiii
방송채널 선택

11 방송채널선택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사용하여 수신하고자
하는 채널의 목록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선택한 채널을
저장합니다.

방송 수신음 설정

11 방송수신음설정을
선택합니다. 

● 방송채널은miTV에서 사용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이 목록을 설정함에 따라 원하는
채널만을 골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가입시에는 모든 사용자
에게 일반채널 (예:LGT뉴스)이
제공되며miTV에 가입한 가입
자는 개인채널목록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소리꺼짐 : 수신시 소리안남
● 방송수신시 한번 : 수신시 한 번만 소리남

11..11.. ez-i 홈

22..22.. 모바일주소 윙크

33..33.. 설정메뉴 1, 2

44..44.. URL직접입력

55..55.. 환경설정

● 대기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i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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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z--ii  홈홈

ez-i 홈을 선택합니다.
ez-i에서의 초기화면 접속과 동일합니다.

11

모모바바일일주주소소 윙윙크크
모바일주소 윙크로 연결됩니다. 모바일주소 윙크(WINC)는Wireless Internet Number 
of Contents의 약자로 무선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최대 5자리 숫자로 입력하여 이용
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주소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주소윙크(WINC)를 선택합니다.11

윙윙크크 간간편편 이이용용범범
● 대기화면에서 모바일 주소 입력 후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해당 모바일 주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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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정정메메뉴뉴11,,  22 UURRLL직직접접입입력력

또는 설정메뉴1, 2를 선택합니다.11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ez-i 메뉴를 직접 편집/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무선인터넷i 에서 URL을 직접 입력하여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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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과 이름을 입력하여 설정해두면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정메뉴1, 2는 설정되어있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만

설정 가능합니다.

● 설정된 이후에는 환경설정에서 초기화 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URL직접입력을
선택합니다. 

11 URL을 입력합니다.22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URL로 이동합니다.

33

●● 최최근근 방방문문 사사이이트트

최근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이동한 URL의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최근방문사이트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URL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URL리스트중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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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환경경설설정정 무선인터넷i의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타이머설정
ez-i 접속 후 사이트 이동시 타이머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키 입력없이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ez-i의 연결이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11 타이머설정을
선택합니다

22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타이머 설정시간을
선택합니다.
(10초/20초/30초/1분/3분)

33 버튼을
누릅니다.

잠금설정 ez-i로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1 잠금설정을
선택합니다.

잠잠금금설설정정

11 비밀번호를 누른 후
잠금설정을
선택합니다. 
(구입시 비밀번호 0000)

22 버튼을 이용하여
모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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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밀밀번번호호변변경경

11 잠금설정 상태에서 비밀번호변경을
선택합니다.

22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한 비밀번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합니다.

설정메뉴1, 2셋팅
무선인터넷i의 설정메뉴1, 2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본 메뉴에서 수정하면 무선인터넷i에 수정되어 반영됩니다.

11 또는
설정메뉴1, 2를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초기화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 무선인터넷i의 설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1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 예 : 인터넷i의 설정이 휴대전화의 출시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 아니오 : 사용자의 설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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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사진촬영

22..22.. 캠코더촬영

33..33.. 앨범보관함

44..44.. 사진보내기

55..55.. 촬영환경 설정

카카메메라라카카메메라라
무
선
인
터
넷
i

164

메메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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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촬촬영영사사진진촬촬영영

Tip
● 카메라는 매우 정밀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밝게 보이는 화소와 어둡게 보이는 화소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어두운 장소에서의
촬영에서는 푸른점, 흰점 등이 나올 수 있고 촬영환경에따라서 계단현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때는 찍고자하는 대상이 정지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시 배터리 소모가 크므로 촬영모드에서 1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기모드로 전환됩니다.
● 촬영 중 셔터음은 법적 규제에 의해“소리없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사진진촬촬영영

사진촬영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플래쉬 On 표시 (     > 사진촬영>        > 플래쉬 On ) 또는 (     >사진촬영>       ) 

연속촬영 표시 (     > 사진촬영>         >연속촬영설정)

일반모드 : 사진크기 144X176    
VGA모드 : 사진크기 640X480   

촬영도중 줌기능은 640X480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x1/ x2/ x4) 총 3단계

화면밝기 조절기능 (           )
(-2 ~ +2) 총 5단계

11 촬영전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22

● Preview 상태에서 전체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으로
사진촬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복귀합니다. 

● Preview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캠코더 모드로 전환됩니다. 

내부LCD화면을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 사진촬영>     )   
대기화면에서 을 길게 (2~3초간)누르면 사진촬영 모드로 진입합니다.

1. 스티커사진 : 사진주위에 배경을 삽입합니다. 
(144X176만 지원)

2. 특수효과 : 사진에 각종 특수효과를 줍니다. 
(기본모드, 세피아효과, 흑백효과)

3. 커플링촬영설정 : 화면을 1/2로 나누어 각각 두 장의
다른 사진을 찍어 합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44X176만 지원)

4. 10초타이머 : 10초후에 사진이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5. 플래쉬On : 촬영시 플래쉬를 설정합니다.
6. 연속촬영설정 : 사진을 9장 연속해서 촬영합니다. 

(144X176만 지원)

● preview 상태의 내부LCD에서 촬영전 옵션을 설정한 경우
“Self 사진촬영”과“폴더 닫고 촬영”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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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촬촬영영

원하는 이미지를 포착하여 버튼을
누르면 셔터음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33 메뉴 촬영 후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4 촬영 후 옵션에서 사진 꾸미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꾸미기 기능은 144X176만
지원됩니다.

55

1. 사진전체보기 : 사진을 전체보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 사진꾸미기 : 144x176 만 지원하고 표시됩니다.
3. 대기화면설정 : 촬영사진을 대기화면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화면설정 : 촬영사진을 외부화면으로 설정합니다.
5. 폰북에저장 : 촬영사진을 폰북에 저장합니다.

1. 스티커사진 : 사진주위에 배경을 삽입합니다. 
2. 특수효과 : 사진에 각종 특수효과를 줍니다. 
3. 스템프찍기 : 사진에 각종 스템프를 삽입합니다.
4. 문자입력 : 사진에 원하는 문자를 위치와 색상을

선택하여 삽입합니다. 

사진에 적용하고자 하는 옵션 적용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66

● 저장시간 144X176 : 약 2~3초 소요 /  640X480 : 
약 2~3초 소요

● 파일의 저장이나 삭제 도중 전원이 차단되거나
키 입력을 하는 경우 파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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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촬촬영영

Self 사진촬영 외부LCD 화면을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11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외부 LCD로
Preview가 전환되고,     또는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단, 이 기능은 캠코더 촬영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2 촬영 후에는Main LCD로 촬영 이미지가 표시되며,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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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73

사사진진촬촬영영

폴더닫고촬영
폴더를 닫은 상태에서 외부LCD 화면을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폴더닫고
촬영은 촬영환경설정에서 폴더닫고 촬영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33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촬영 후에는 외부 LCD로
촬영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44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버튼으로
저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5 폴더가 닫힌 상태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폴더닫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폴더를
닫으면 외부 LCD로 Preview가
전환됩니다. 
(단, 이 기능은 캠코더 촬영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촬영 중 버튼을 길게 누르면 폴더닫고 촬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폴더 닫고 촬영 선택시 주머니에 넣었을 때 side 키가
잘못 눌려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만 폴더
닫고 촬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폴더를 닫고 찍을 경우 화면에는 거울처럼 반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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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촬촬영영

스티커사진촬영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촬영전 옵션 메뉴에서 1번
스티커사진을 선택합니다.

33 스티커사진 종류를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촬영합니다. 

44 스티커사진을 미리 설정하지 않은
사진은 앨범보관함의 사진꾸미기
옵션을 선택하여 원하는 스티커
사진을 적용하고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스티커 종류를 설정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스스티티커커사사진진 종종류류>>● 생일축하, 나이트, 조각케익, 라면, 달러, 화단, 펑키, 펀치, 하트,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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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효과 사진에 각종 특수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중에서 2번 특수효과를 선택합니다.

33 특수효과 종류를 선택합니다.

<세피아 효과 적용>

사사진진촬촬영영

● 특수효과 : 기본모드, 세피아효과, 흑백효과

커플링촬영설정 화면을 1/2로 나누어 각각 두 장의 다른 사진을 찍어 합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중에서 3번 커플링촬영
설정을 선택합니다.

33 버튼으로 좌우사진을 각각
촬영한 후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1장으로 저장됩니다.

<Preview모드>    <촬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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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촬촬영영

10초타이머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
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중에서
4번 10초타이머를
선택합니다.

33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초후에 사진이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44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야간촬영 (촬영 플래쉬 설정)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중에서 5번 플래쉬 On을 선택합니다.

● 플래쉬 촬영시 배터리 소모량이 크므로
촬영 후 바로 플래쉬를 Off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래쉬 on/off는 버튼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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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촬촬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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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촬영

11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중에서 6번 연속촬영을 선택합니다.

33 촬영 버튼을 누르면 9장이
연속촬영 됩니다.

44 사진촬영 후 9장의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한장씩 또는
전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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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촬영

11 캠코더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원하는 이미지를 포착하여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33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녹화중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취소됩니다.

● 파일의 저장이나 삭제 도중 전원이
차단되거나 키 입력을 하는 경우
파일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쉬 On 표시 (       > 캠코더촬영>         > 플래쉬 On ) 또는

(       > 캠코더촬영 >       )

<캠코더 촬영 옵션>
1. 사진촬영 : 사진촬영 모드로 전환합니다.
2. 특수 효과 : 기본모드, 세피아 효과, 흑백효과
3. 플래쉬 On : 캠코더 촬영시 플래쉬를 설정합니다

화면밝기 조절기능

(          ) 

(-2~+2) 총 5단계

줌 기능 (            ) 

(x1/ x2/ x4) 총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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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캠코코더더촬촬영영 앨앨범범보보관관함함

촬영모드전환

11 캠코더촬영을
선택합니다.

22 캠코더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모드로
전환됩니다.

33 카메라 Preview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캠코더 모드로 전환됩니다.

44 이 후 촬영방법은
일반 캠코더
촬영과 동일합니다.

카메라에서 캠코더로, 캠코더에서 카메라로 버튼을 이용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이나 캠코더촬영 한 이미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11 앨범보관함을 선택합니다.

● 앨범보관함에는 사진과 캠코더로 촬영하여 저장한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이미지보기나 리스트보기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 저장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2. 동영상 : 촬영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앨범비우기 :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4. 앨범정보 : 사진 및 동영상 저장개수 및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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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앨범범보보관관함함

<사진> <동영상>

사사진진꾸꾸미미기기
스티커사진/특수효과

● 스티커사진 종류 : 기본모드, 생일축하, 나이트, 조각케익, 라면, 달러, 화단, 펑키, 펀치, 하트, 푸우

● 특수효과 종류 : 기본모드, 흑백사진, 세피아효과, 네가티브효과, 물결효과, 반짝반짝효과, 4분할, 액자효과, 안개효과, 퍼즐모양, 

음각효과, 선명하게, 어둡게, 조금밝게, 아주밝게, 볼록하게(상), 볼록하게(중), 볼록하게(하), 뚱뚱하게

● 스티커사진과 특수효과는 촬영전옵션의 스티커사진(P.174)과 특수효과(P.176)를 참고하십시오.

● 파일의 저장이나 삭제 도중 전원이 차단되거나 키 입력을 하는 경우 파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진이나 캠코더로 촬영한 파일을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앨범보관함에 저장된 사진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 후 메뉴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144X176>  <640X480>

● 스티커사진과 특수효과, 스템프 찍기, 문자입력은

144X176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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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앨범범보보관관함함

사사진진꾸꾸미미기기
스템프찍기

저장된 사진에 각종 스템프효과를 줍니다. 스템프 찍기의 경우 앨범 보관함에서
144X176으로 촬영된 사진을 선택한후 버튼을 눌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앨범보관함을
선택합니다.

22 사진을
선택합니다

33 저장된 사진 목록에서 144X176
으로 촬영된 사진을 선택합니다.

44 을 누르고 3. 사진꾸미기
를 선택한 후 스템프찍기를
선택합니다.

55 원하는 스템프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66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스템프를 이동
한 후 버튼을 누르면
스템프가 삽입된 상태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 스템프 종류: 나비, 김밥, 계란, 반창고, 별, 병아리, 입술, 왕관, 돼지코, 

하트, 토끼입, 모기, 거미, 콧수염, 목욕탕, 날개-좌, 날개-우, 

점, 느낌표, 해적, 땀, 순정만화눈-좌, 순정만화눈-우,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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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앨범범보보관관함함

사사진진꾸꾸미미기기
문자입력

11 앨범보관함을
선택합니다.

22 사진을
선택합니다.

33 저장된 사진 목록에서 144X176
으로 촬영된 사진을 선택합니다.

44 을 누르고 3.사진꾸미기를
선택한 후 문자입력을 선택합니다.

55 문자를 입력하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66 버튼을 이용
하여 원하는 위치로 문자를
이동한 후 버튼을
누르면 문자가 삽입된 상태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진에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입력의 경우 앨범 보관함에서 144x176으로
촬영된 사진을 선택한후 메뉴 버튼을 눌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색 종류: 검정, 노랑,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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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11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2 촬영한 동영상을 하나 선택하여
재생합니다.

➔ 앨범비우기

11 앨범비우기를
선택합니다

1. 삭제 : 선택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합니다.
2. 선택삭제 : 동영상 파일 리스트에서 여러 파일을 선택하여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전체삭제 :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합니다.
4. 이름바꾸기 : 선택한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1. 반복재생설정 : 현재 재생중인
동영상을 반복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2. 단축키도움말 : 동영상 재생에
관련된 단축키의 사용법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 : 재생

|| : 일시정지

■ : 재생 중지

앨범정보

11 앨범정보를
선택합니다.

● 전체비우기 : 앨범보관함 파일을 모두 삭제합니다.

● 사진비우기 : 사진 파일만 삭제합니다.

● 동영상비우기 : 동영상 파일만 삭제합니다.

● 사진파일과 동영상 파일의 개수 및 파일 저장용량과

저장 가능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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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진진보보내내기기 촬촬영영환환경경설설정정

11 촬영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저장한 사진전송➔

11 저장한 사진전송을
선택합니다.  

● 저장한 사진전송은 메시지의

사진보내기>저장한 사진전송(P.70)을

참고하십시오.

새로찍어 전송

11 새로찍어 전송을
선택합니다.

● 새로찍어 전송은 메시지의 사진보내기>새로

찍어 전송(P.71)을 참고하십시오.

사진을 첨부파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크기, 폴더 닫고 촬영, 셔터음 등의 촬영환경을 설정합니다.

● 사진 크기 : 카메라 촬영시 사진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44X176/640X480)

● 폴더 닫고 촬영 : 폴더를 닫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설정/해제)

● 사진 셔터음 설정 : 사진 촬영시 셔터음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음/촬칵/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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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촬영영환환경경설설정정

197

● PC Sync란?

추추가가추추가가 기기능능기기능능● 셔터음은 벨소리 크기에 따라 소리 크기가 결정되며, 벨소리가

무음인 경우 기본 소리크기(1~5단계 중 3단계에 해당됨) 로

출력되고, 매너모드와 관계없이 벨소리크기로 출력됩니다.

● 도움말 : 카메라 관련 버튼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포커스가

사진 셔터음 설정에 있을 경우에는

선택한 셔터음을 미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 OK : 촬영환경설정을 완료합니다.

● 상위 : 상위 메뉴를 표시합니다.

22 사진 크기, 폴더 닫고 촬영, 사진 셔터음
설정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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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C--SSyynncc란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전화번호부, 일정 등을 PC로 Download/Upload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필요한 Data cable은 동봉된 USB Cable 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PC-Sync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은 LG Telecom홈페이지 (www.lgtelecom.co.kr)의 LT6000사이트 및
EXE Mobile(www.exemobile.co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C-Sync 프로그램관련 문의사항 및 Q&A는 EXE Mobile(www.exemobile.co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Microsoft, windows(Windows 98SE, Windows 2000, Windows XP)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모든 상표 이름과 제품 이름은 각 소유권자의 상표 이름, 서비스 표시 및 등록 상표입니다.
PC-Sync 프로그램 상단의“단말기와 연결”단축아이콘을 누르기 전에 데이터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종료시에는
“단말기와의 연결종료”단축아이콘을 누른 후 데이터 케이블을 탈착시키기 바랍니다.

199

● 규격 및 특성

● ESN 불법 조작 금지

● 고장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상세편)

● 전국서비스센터

● 내장 S/W 정보

● 제품보증서

부부록록부부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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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격격 및및 특특성성 EE  SS  NN  불불법법 조조작작 금금지지

사용주파수 범위

● 송신 :1751.25 ~ 1778.75MHz
● 수신 :1841.25 ~ 1868.75MHz
● 주파수 안정도 :  150Hz

외관(mm)

● 표준용량 배터리 장착시 : 94.5 X 49.5 X 25mm 
● 대용량 배터리 장착시 : 94.5 X 49.5 X 27.5mm

팬택&큐리텔에서 생산 공급된 휴대폰에는 각각의 제품을 인식하는 전자 고유번호 (ESN : Electronic Serial Number)가
있습니다. 
이를 제거, 변경 혹은 복제하는 행위는 관련법규 (형법 347조) 에 의거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어 더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가 보증하는 무상 및 유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량(g)

● 표준용량 배터리 장착시 : 107g
● 대용량 배터리 장착시 : 118g

송신출력 : 295mW
동작온도 : 상온
상대습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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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장장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시시기기 전전에에

이런 증상일 때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화면에 표시가 사라지지 않을 때

송수신이 잘 안되고 통화 중 끊어
질 때

특정지역에서 송수신음이 끊겨서
들리거나 안 들릴 때

특정지역 및 특정 전화기와 통화 시
말소리가 울릴 때

전파가 불안정하거나 약한 상태, 혹은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경우 이동통신 시스템의 폭주
현상으로 인해 통화 중 끊어지거나송수신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사용하시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전파환경이 불안정한 상태라 통화 중 말소리가 끊겨서 들리거나 안 들릴 수도 있
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에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은 전파가 약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
으로 그 해당 지역 및 상대 지역의 전파상태가 불안정하여 말소리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안테나 표시는 양호한데 수신이 안될
때

이동시 해당 기지국에 휴대폰의 위치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전원을 on/off 하시거나 발신을 시도하신 후 사용하시면 기지국에 자동으로 위치 등록이
되어 수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연결되는 114번호는 무료 통화입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인지 확인하시고 서비스 가능 지역인데 계속 표시가 나타나면 전원을 껐
다가 켠 다음 약 2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 후 사용
하십시오.

고고장장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시시기기 전전에에

※ 장기간 통화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 휴대폰 사용 중 이상 동작이 발생하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를 분리 후 다시 결합하시고 전원을 켜 주십시오

이런 증상일 때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Folder 개폐시 sub LCD 한번 점멸 Folder를 열었을 때는 내부 LCD가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Folder를 닫았을 때 외부 LCD가
한번 점멸하는 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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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전전을을 위위한한 경경고고 및및 주주의의사사항항 ((상상세세편편))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여행용 충전기의 충전 연결구를 무리한
힘으로 결합하지 마세요.
•충전이 안되거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코드부분을 잡아 당겨 빼거나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세
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망가지지 않도
록 하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충전중인 상태(또는젖은
손)로 전화를 걸거나 받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상된 전원코드나 플러그, 헐거
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나 배터리 외부의 단
자끼리 직접 연결하지 마세
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나 배터리를 떨어 뜨리
거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마세
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전원(무허가 발
전기, 불법 충전기등)으로 배터
리를 충전 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에는 반드시 지정된
배터리만 충전시키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전자자파파 관관련련

휴대폰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송,수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12월에 이 고주파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규정을 고시하였으며, 이 휴대폰은
고시에 맞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있는 노출 한계치를 정하고 있으며 이 한계치에는 연령과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유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노출 한계치는
1.6W/Kg 입니다.

휴대폰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0-93호(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에 의하여 전자파 흡수율 또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 )라고 부르는 시험을 진행하여 노출 한계치 이내여야만 형식등록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대용 악세사리는 팬택&큐리텔에서 승인한 제품을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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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전전중중 휴휴대대폰폰 사사용용 관관련련

●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 또는 도로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지켜 주십시오.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 운전중에 꼭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핸즈프리나 이어마이크를 사용한
간단한통화를 권장합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곳 에 차를 세우고 통화 하세요.

● 휴대폰은 잡기 편한 위치에 두세요.
-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세요.
- 운전에 방해가 되는 위치나,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서 에어백 팽창범위 내, 또는 유사시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위치를
피하여 설치 하십시오. 

● 만약 전화를 받기 힘든 상황이면 전화를 받지 말고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도록 해 두십시오.
● 운전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운전중임을 알리고 통화를 짧게 끝내도록 하세요.
● 운전도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전화번호를 찾지마세요.
● 분별있게 전화를 하고 신호를 지키세요.
- 가능하면 차가 정지 한다던지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전화를 하세요.

●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도록 하세요.
- 전화하는 상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도로에서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할 만한 심각한 통화는 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용용 장장소소에에 관관하하여여

●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자파 신호를 사용합니다.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전자파로 인해 다른 전자기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심장 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가 있는곳 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 산업 의료장치 제조협회는 휴대폰을 심장박동 보조장치에서 15cm 이내에서 사용시 휴대폰이 심장박동 보조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 만약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심장박동 보조장치와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장박동 보조장치 반대쪽에서 통화하세요.
- 가능하면 휴대폰을 꺼 두세요.

● RF파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의료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 만약 의료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고주파(RF파)에너지로부터 그 기기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휴대폰의 전자파에 의해 어떤 보청기는 제대로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청기 제조 회사에 확인 후 사용하세요.

● 폭파 위험지역에서는 휴대폰을 끄세요.
- 폭파 위험 지역 내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끄세요.
- 폭파 위험 지역 내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시 사항과 신호를 준수하세요.

● 전자파 신호는 자동차에 있는 전자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 업체에 자신의 차가 RF파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 비행기에 탑승시에는 휴대폰을 끄세요.
- 비행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행기의 전자 운항 기기에 영향을 주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용 금지 경고문 부착 장소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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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이나 배터리등의 소모품을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취급 방법과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사용중일 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해 주세요.

● 휴대폰은 방수 제품이 아니므로 건조한 곳에 두세요.
- 습기 또는 액체 성분은 휴대폰의 부품 및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또는 배터리가 물이나 액체 등에 침수될 경우 제품 고장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먼지가 많은 곳, 더러운 곳, 경사진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휴대폰의 열고 닫는 부분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충격에 의해 파손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의 작동온도인 -20℃∼50℃ 이내에서 사용하고 너무 높은 온도 또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 자동차 실내 온도는 80 ℃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에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휴대폰 바른 통화 방법을 따라 주세요.
- 안테나를 최대한 뽑으세요.  휴대폰을 일반전화기와 같이 잡고 안테나는 어깨위로 똑바로 세워서 받으세요.
- 말을 할 때는 휴대폰의 송화 부분에 정확히 대세요.
- 통화중에는 안테나를 만지지 마세요.  안테나를 만지면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출력을 송신하게 됩니다.

● 휴대폰을 청소하기 위해 독한 화학물질이나, 강한 세제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폰이나 충전기를 청소할 때는 연필용 지우개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닦아 주세요.
-휴대폰,배터리,충전기 등의 충전단자를 청소할 때는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 휴대폰 외관의 도료가 벗겨져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간지럼, 붓거나 습진등이 생길 경우 휴대폰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휴휴대대폰폰의의 올올바바른른 사사용용과과 관관리리방방법법

●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등 소모품이나 별매품은 반드시 팬택&큐리텔에서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휴대폰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인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별매품의 사용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승인되지 않은 안테나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지 마세요.
- 승인되지 않은 안테나를 사용하면 휴대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휴대폰을 휘거나 비틀거나 하는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 휴대폰 외관이나 화면이 훼손될 수 있고, 내부의 부품들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깔고 앉지 않도록 하세요.

● 휴대폰을 허리등에 차지 마세요.
- 넘어졌을 때 다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전화카드, 통장, 승차권등의 자성을 이용한 제품은 휴대폰 가까이 두지 마세요.
- 휴대폰의 자기에 의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가방이나 주머니등에 금속물과 함께 넣어둘 때는 주의하세요.
- 제품이 변형 또는 훼손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난로, 전자렌지나 가열 조리기구, 고압용기등에 넣지 마세요.
- 배터리액 누수, 발열, 발화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LT6000-12-17  2004.12.22 2:45 PM  페이지208



부

록

부

록

210 211

휴휴대대폰폰의의 올올바바른른 사사용용과과 관관리리방방법법

● 휴대폰에 끈등이 달린 경우 이것을 잡고 휴대폰을 돌리지 마세요.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맞아서 다치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진동으로 하는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 폴더 개폐 상태에서 벨이 울리면 통화 버튼을 누른 후, 벨소리가 종료된 후 통화하세요.

전전국국서서비비스스센센터터 전화번호는 본사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는 지정점입니다.

지지 역역

강남역점
강동점
강북점
강서점
고덕점
관악점
광명점
구로점

김포공항점
남영점
노원점
논현점
답십리점
당산점
마포점
명동점
목동점
북부점
사당점
삼성점
서초점
성북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3477-4425
488-9111
988-7577
2694-4424
428-1001
558-1472
2686-3015
848-1472
6343-5327
792-7147
3392-4425
548-6535
2246-0061
2632-0306
534-7660
2267-4424
2608-8582
985-4424
593-8570
846-1472
588-4949
925-0111
2672-9142
2298-0548

서

울

(02)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 역역

용산점
은평점
응암점
이대점
잠실점
종로점
중랑점
청량리점
화양점
태능점

테크노마트점

강화점
계양점

남동연수점
동인천점
부평점
남구점
서구점
주안점

부천심곡점
부천중동점
부천원종점

794-0088
353-1472
374-4424
711-7556
853-1472
2264-4114
494-8272
963-4423
469-8001
979-1472
3424-8860

934-9127
554-8784
424-4046
772-2580
506-1472
873-7691
565-4424
865-3131
661-4424
329-4424
678-4424★

서

울

(02)

인
천
/
부
천

(032)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 역역
광주점

고양화정점
구리남양주점

군포점
김포점
동두천점
분당점

성남신흥역점
성남점

수원역전점
수원점
시흥점
안산점
안양점

안양만암점
오산점
용인점

용인수지점
의정부점

의정부호원점
이천점

일산마두점
파주금촌점
평택점
포천점

766-2019
974-8893
563-1272
392-1300
996-4424
866-4424
708-9808
732-1472
751-1472
243-6684
231-1472
404-3272
482-1472
388-1472
422-9974
378-3033
333-1007
263-8124
826-1472
879-5372
635-7018
916-1472
947-4350
654-2292
533-3011

경

기

(031)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 역역

하남점
수원권선점

가야점
금정구점
덕천점
동래점
범내골점
서부점
중구점
서면점
연제구점
해운대점

791-2477
225-4427★

989-2633
513-5580
341-2260
554-1472
637-3076
201-3525
441-1472
804-1472
864-4423
741-3669

경기
(031)

부

산

(051)

동마산점
창원점

창원서부점
김해점
진주점
진해점
양산점
밀양점
통영점
거제점
함양점

294-1268
238-1472
294-4400
327-5782
745-8666
547-8896
381-1472
356-0207
649-8880
638-2862
962-6651★

경

남

(055)

전전화화번번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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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역역
남구점
동구점
무거점
중구점

남구점
달서점

동성로점
수성점
월배점

268-1472
201-8888
249-4411
243-1472

475-4425
526-1472
764-1472
751-4424
641-8484

울
산

(052)

대
구

(053)

구미원평점
구미인동점
김천점
포항점
경주점
안동점
상주점
김천점
영주점
영천점
울진점

454-6161
452-5782
430-4425
252-4300
775-0404
852-1472
536-6654

430-4425★
633-8884★
334-0030★
783-0070★

경

북
(054)

청주점
남청주점
충주점
제천점

224-4423
262-1452
842-4424
648-4789

충
북

(043)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 역역
동구점
중앙점
둔산점
서구점

신탄진점
유성점

남천안점
천안쌍용점
논산점
공주점
아산점
보령점
서산점

638-4224
255-1473
472-1274
526-1272

936-0100★
825-4421★

555-3690
575-4424
736-4423
852-4424
547-0131

931-4771★
669-5585★

대

전

(042)

충

남

(041)

광산점
광천점

남광주점
북광주점

북구운암점
충장점

동강대점
문흥점

955-4423
368-1472
654-1471
515-8597
514-5115
226-1477

525-8008★
261-0082★

광

주

(062)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 역역

목포하당점
목포광장점
순천점
여수점
광양점
영광점
완도점
해남점

경원점
인후점

익산영등점
익산중앙점
군산나운점
군산중앙점
김제점
정읍점

서전주점
전북대점
금암점

284-7072
245-1472
743-4423
653-6414
793-4423

352-3018★
554-0985★
537-6688★

286-4423
247-4423
854-4423
851-0000
463-1472
445-7774
547-8573
537-0016

226-9016★
255-4423★
272-0066★

전

남

(061)

전

북

(063)

강릉점
강릉역전점
원주점
춘천점

645-5100
641-6685
765-8573
251-1497

강
원

(033)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 역역

속초점
동해점
태백점
홍천점

637-3272
533-9997★
554-1555★
433-2100★

강
원

(033)

제주점
서귀포점

745-4424
733-5556★

제주
(064)

전전화화번번호호

11554444--44442244
11557777--44442244

전국어디서나

제품고객상담
(기능/성능/서비스 문의)

고고 객객 센센 터터

전전국국지지원원센센터터

지지원원센센터터

서울 강남 지원센터
서울 강북 지원센터
서울 서부 지원센터

수원 지원 센터
인천 지원 센터
원주 지원 센터

02)565-6715
02)2274-4482
02)334-4482
031)234-4425
032)552-4425
033)766-4423

전전화화번번호호 지지원원센센터터

부산 서부 지원 센터
부산 동부 지원 센터

대구 지원 센터
광주 지원 센터
전주 지원 센터
대전 지원 센터

051)326-4424
051)868-4427
053)743-4424
062)383-4423
063)253-4423
042)528-4423

전전화화번번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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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by QUALCOMM Incorporated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atents : 

U.S. Patent No. 4,901,307  U.S. Patent No. 5,056,109  U.S. Patent No. 5,099,204 

U.S. Patent No. 5,101,501  U.S. Patent No. 5,103,459 

U.S. Patent No. 5,107,225  U.S. Patent No. 5,109,390.

LT6000은 TTA에서 SW 품질인증 GOOD Software를 획득한 벨록스소프트(주)의 Jinos 1.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내장장 SS//WW  정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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