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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경고 내용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잘 읽고 지키며, 사용 설명서는 잘 보관하십시오.

 경고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또는 배터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던지고 날카로운 것으로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발열, 발화,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직, 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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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병원 등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주변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유소 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으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반드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거나 전파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휴대전화는 전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제품이 변형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휴대전화를 빨거나 물어뜯으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덮개류(배터리 덮개 등)를 비롯한 부품들을 삼키면 식도 

걸림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보호자가 

바른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영하 10 °C~영상 40 °C 이내에서 사용하고, 다습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하 10 °C 미만 또는 자동차 안, 찜질방과 같이 고온의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하면 고장이나 부식, 발열, 발화,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습기나 액체 성분은 휴대전화의 부품과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는 반드시 KC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휴대전화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팬택에서 제공하는 정품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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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상세 내용

• 주유소와 같이 프로판 가스, 휘발유 등의 인화성 가스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으면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기관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 고압선, 전신주 옆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압선, 전신주 옆에서 통화하면 감전은 물론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기관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때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휴대전화가 빗물에 젖으면 번개로 인한 낙뢰,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올바르게 교환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사용이 완료된 배터리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배터리 내부에서 액체가 흘러나올 때는 사람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액체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내부 액체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들어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낸 뒤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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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에 줄이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줄이 잡아 

당겨지거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휴대전화 목걸이나 줄을 맨 상태에서 의복 주머니에 휴대하고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또는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이어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나 소음이 심한 곳(플랫폼, 도로, 

공사 현장 등의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이어 마이크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휴대전화, 충전 어댑터의 금속 단자 부분을 전도성 물체(은박지, 

바늘, 목걸이, 쇠줄 등)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열이 나거나 화재, 감전사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배터리 등을 가방, 주머니 등에 금속 제품과 함께 넣어 운반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외형이 변형되거나 훼손되어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학 용액(알코올, 시너, 솔벤트 등)이나 세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화학 용액을 이용하여 문지르면 휴대전화에 열이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부드러운 헝겊이나 수건으로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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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어댑터 사용

• 휴대전화와 충전 어댑터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연결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연결 방향이 맞지 않으면 휴대전화가 손상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충전 어댑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충전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십시오.

천이나 이불로 덮거나 싼 상태에서 충전하면 발생하는 열로 인해 제품의 

외형이 변형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어댑터의 전원 코드를 세게 잡아당기거나 전원 코드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충전 어댑터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접지 단자가 있는 콘센트(또는 

멀티 콘센트)와 플러그(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USB 케이블로 다른 기기에 연결해 사용할 때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충전 어댑터와 배터리의 금속 단자 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으면 부드러운 헝겊이나 

수건으로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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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및 보관 장소

• 휴대전화에 오물이나 액체 등을 흘리지 마십시오.

 · 부품 및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에 젖으면 제품 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의 색상이 바뀌면서 열이 발생하여 고장이 나거나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가 물에 젖으면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를 분리한 뒤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단, 이때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팬택이 보증하지 않는 안테나, 액세서리를 휴대전화와 연결하지 말고, 

전파에 방해를 준 수 있는 물건(철제 책상,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위에 놓지 

마십시오.

휴대전화는 전파에 민감하여 철제, 전자파 사용 기기 등의 주변에 보관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여름철 자동차 내부에 방치해 두거나 이불, 전기장판, 카펫 위에 

올려 놓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접촉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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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내용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잘 읽고 지키며, 사용 설명서는 잘 보관하십시오.

 주의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음량을 크게 한 상태로 오랫동안 이어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력이 나빠지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면 

휴대전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끈 뒤에 분리하십시오.

도료나 금속 재질에 민감한 사용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휴대전화의 도료나 금속 재질로 인해 피부 

질환(알레르기, 가려움증, 습진,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사용 중에 위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제품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전자파 흡수율 

w/kg)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별매품을 사용하십시오.

지정된 별매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팬택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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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 및 보관하십시오.

• 사용자의 부주의나 휴대전화의 고장 및 수리로 휴대전화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벨 소리, 그림을 제외한 데이터(전화번호, 메시지,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 등)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 상세 내용

• 휴대전화를 사용자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 수리하지 마십시오.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장이 나면 지정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수리를 받으십시오.

• 휴대전화에 색을 칠하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마십시오.

휴대전화의 외관 또는 화면이 훼손되거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통화 중에는 안테나 부위를 손으로 잡거나 만지지 말고, 안테나 부위가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통화 중에 안테나 부분을 만지면 휴대전화에서 열이 발생하여 통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에 이물질(모래, 먼지, 담뱃재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물질로 인해 임의의 키가 눌려 원하지 않는 요금이 부과되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터리 덮개 등을 항상 닫고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깨끗하게 제거하십시오.

• 휴대전화를 자성이 있는 제품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자성으로 인해 휴대전화가 작동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성 카드(각종 

신용카드, 통장, 교통 카드 등)와 함께 보관하면 카드 내의 정보가 손실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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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소리나 진동을 너무 크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진동이나 벨 소리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스피커에 

귀를 가까이 대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하의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화면이 파손되거나 파손된 화면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덮개를 끼우거나 분리할 때는 금속 단자 노출부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금속 단자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 오염되거나 단자가 변형되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처음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뒤 다시 

사용할 때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서 사용하십시오.

•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사용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들면 새 배터리를 구매하십시오.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사용하면 사용 시간이 점차 

줄어듭니다.

• 배터리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지정 장소에 분리 배출하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변형(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부푸는 등) 되었을 

때는 즉시 휴대전화에서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뒤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 팬택에서 제공하는 배터리(리튬 2차 전지)를 사용하십시오.

정품이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팬택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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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 뒤 교체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동작 중에 전원을 끄지 않고 배터리를 분리하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

• 카메라를 사용 및 보관할 때 주의하십시오.

카메라 렌즈는 매우 정밀한 부품으로, 알맞은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충격을 주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렌즈 창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카메라 렌즈 창이 긁히면 사진을 촬영할 때 긁힌 부위가 같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 해변이나 모래사장 또는 모래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휴대전화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모래가 들어가면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카메라 렌즈 창이 긁혀 촬영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렌즈를 강한 빛(태양) 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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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전 알아 두기

ESN/IMEI 불법 조작 금지
팬택에서 생산, 공급된 휴대전화의 고유 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와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사용자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 또는 다른 

번호로 복제 입력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가 손상되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팬택이 보증하는 무상 및 유상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 안내
휴대전화 불법 복제에 의한 통화 도용, 금융 사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 기술을 통해 복제를 방지하는 서비스로, 이 휴대전화는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미인증 안내 

문구가 나타나면 통신 사업자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소비자 주의 사항
•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 A/S를 받을 때는 반드시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십시오.

• 휴대전화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관련 통신 사업자에 분실 

신고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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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 아이콘 살펴보기

상단 아이콘 확인
휴대전화의 상태를 알려 주는 아이콘으로, 화면 상단의 상태 알림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지역의 신호 세기

• : 비행기 모드를 설정했을 때 

• : 음성 통화 연결을 시도하거나 통화 중일 때 

• : 캘린더 일정 알람을 설정했을 때

• : 벨로 설정했을 때 

• : 진동 후 벨로 설정했을 때 

• : 진동으로 설정했을 때 

• : 무음으로 설정했을 때 

• :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 : MMS를 수신했을 때 

• : 음성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 : 메시지함이 가득 찼을 때 

• : 메시지를 보낼 때 

• : 메시지를 받을 때 

• : 알람 기능을 설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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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스가 켜졌을 때 

• :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연결했을 때 

• : 블루투스 A2DP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 

• : 블루투스 핸즈프리 + A2DP를 연결했을 때 

• : 블루투스로 데이터 전송 중일 때 

• :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 

• : USB를 연결했을 때 

• :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을 때 

• : 외장 메모리 카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 : 사용 중인 배터리의 남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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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각부 명칭과 기능 살펴보기

앞면
통화용 스피커

내부 LCD 화면

메시지 키

확인/방향 키

통화 키

에티켓/기호 키 

기능 키

빠른 실행 키 

카메라 키

취소/이전 키

종료 키

마이크  
(음성 통화/녹음용)

한/영 키 

기능 키

음량 조절 키



25살펴보기

뒷면

LED 알림 표시등 (메시지)
LED 알림 표시등 (배터리)

외부 LCD 화면

마이크  
(주변 소음 제거 기능) 

micro USB 연결 단자

후면 카메라 렌즈

플래시

스피커

LED 알림 표시등 (전화)

배터리 덮개

안테나 (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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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사용 안내

키 기능

빠른 실행을 사용

메뉴 선택

• 기능(좌) 키: 대기 화면에서 바로가기 실행

• 기능(우) 키: 대기 화면에서 메뉴 실행 

원하는 메뉴 또는 기능으로 이동 

• 방향(상) 키: 대기 화면에서 메시지 작성

• 방향(하) 키: 대기 화면에서 전화부 실행

• 방향(좌) 키: 대기 화면에서 보관함 실행

• 방향(우) 키: 대기 화면에서 캘린더 실행

• 메뉴 실행

• 대기 화면에서 편의기능 실행

• 문자 지움

•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 전화 걸기/받기

• 최근 통화 기록 표시 

• 대기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 최근 사용한 번호로 

음성 전화 연결

• 전원 켜기/끄기

• 통화 종료

• 대기 화면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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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기능

~

• 숫자, 문자 입력

• 대기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 단축 번호로 음성 

전화 연결

• 문자 입력 시 기호 입력

• 대기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 진동 모드 

설정/해제 

문자 입력 시 한글/숫자/영문(소)/영문(대) 변환

대기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 + 입력

• 통화 중 음량 조절

• 대기 화면에서 음량/무음/진동 선택

• 음량(상) 키: 대기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 

멀티태스킹 실행

• 음량(하) 키: 전화 수신 시 길게 누르면 통화 

거절 

• 대기 화면에서 카메라 실행

• 카메라 기능 실행 중 길게 누르면 사진/동영상 

촬영 모드 변경

메시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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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잡는 방법
통화를 하거나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휴대전화 아래쪽의 

안테나가 내장된 부분을 손으로 잡거나 음성 마이크 부분 가리면 통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를 바르게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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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확인하기

구성품 목록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구성품을 확인하십시오. 실제 제품과 아래 

그림은 다를 수 있으며 제조 업체의 정책에 따라 구성품 목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 휴대전화는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구성품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구성품 

이외의 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일부 기능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 살펴보기

MicroUSIM 카드 사용하기

사용 시 주의 사항

• MicroUSIM 카드를 구매한 뒤 MicroUSIM 카드를 뗄 때 절취선 끝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절취선에 맞춰 떼십시오. 끝단이 돌출되면 MicroUSIM 

카드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 MicroUSIM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는 팬택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MicroUSIM 카드를 구부리거나 MicroUSIM 카드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MicroUSIM 카드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MicroUSIM 카드 삽입
휴대전화에 MicroUSIM 카드를 끼우지 않으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MicroUSIM(Micro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를 끼워 사용하십시오. 

1. 배터리 커버를 누른 채(1) 아래로 밀어 커버를 분리하십시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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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USIM 카드 삽입구에 MicroUSIM 카드의 금속 단자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한 뒤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3. 배터리 커버의 양옆 홈을 맞춰 끼운 뒤 아래에서 위로 밀어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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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USIM 카드 분리 

1. 배터리 커버를 누른 채(1) 아래로 밀어 커버를 분리하십시오(2).

2. MicroUSIM 카드 윗부분을 엄지손톱으로 밀어 빼내십시오. 

3. 배터리 커버의 양옆 홈을 맞춰 끼운 뒤 아래에서 위로 밀어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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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사용하기

배터리 충전 시 주의 사항
배터리 충전 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 이 휴대전화는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구성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충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전원 콘센트에 충전 어댑터가 완전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충전 경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2 % 이하로 남으면 화면 상단의 상태 알림바에 배터리 

충전 경보( )가 표시되고, 알림음이 울리면서 경보 음성 메시지와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충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경보 메시지가 나타나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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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삽입/분리

1. 배터리 커버를 누른 채(1) 아래로 밀어 커버를 분리하십시오(2).

2. 배터리 삽입구에 배터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끼워 넣으십시오 

(1, 2). 분리할 때는 배터리 삽입구의 홈을 이용해 배터리를 

빼내십시오(3).

3. 배터리 커버의 양옆 홈을 맞춰 끼운 뒤 아래서 위로 밀어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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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배터리를 분리할 경우 정상적으로 전원을 종료한 뒤에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동안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작동 

오류를 일으키거나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어댑터로 충전 

1. 휴대전화와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십시오.

 주의

•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그 외의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면 작동 오류를 일으키거나 제품이 손상(휴대전화 및 배터리 

성능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USB 케이블을 연결할 때 연결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휴대전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충전이 완료되면 LED 알림 표시등 (배터리)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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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거치대로 충전 

1. 배터리 충전 거치대에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십시오.

2. 배터리 충전 거치대에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1, 2).

 참고

배터리 충전 거치대로 충전할 때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 표시등이 

깜박거립니다. 이때는 배터리 충전 거치대에서 배터리 충전 어댑터나 배터리를 

분리한 뒤 다시 끼우십시오. 계속 깜박거리는 등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주의

• 반드시 해당 모델 전용 충전 거치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그 외의 충전 

어댑터를 사용해 충전을 하면 작동 오류를 일으키거나 제품이 손상(휴대전화 

및 배터리 성능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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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원 관리(성능)

배터리 종류 용량 대기 시간 통화 시간

표준 리튬 

이온(Li-ion) 
1030mAh 최대 440시간 최대 4.5시간

주의 사항

•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할 때 신호 세기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교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인접 지역의 기지국과 주기적으로 교신하게 되므로, 

이동하지 않을 때보다 전류가 더 많이 소모되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설명서에 표기된 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에 표기되어 있는 제조 번호의 앞 여덟 자리는 제조 년/월/

일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예) 2013020913A8ZA/U(날짜: 2013년 02월 09일/KC 모델명 

표시: /U)

• 배터리 사용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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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원 켜기/끄기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먼저 전원을 켜야 합니다.

전원 켜기

를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전원 끄기 

를 2초 이상 길게 눌러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십시오.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으면 순간

적으로 화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화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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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거, 진동 모드,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려면

메뉴 ▶ 설정 ▶ 소리/비행기 모드를 선택한 뒤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모드 설정하기 
심플 모드나 일반 모드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 

모드로 설정하면 전화부, 메시지, 카메라, 편의기능과 설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모드로 설정하면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 모드

1. 메뉴 ▶ 설정 ▶ 일반/심플모드를 선택하십시오.

2. 심플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일반 모드

1. 메뉴 ▶ 설정 ▶ 일반/심플모드를 선택하십시오.

2. 일반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심플 모드 일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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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사용하기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등록

1. 바로가기를 선택하십시오.

2. (미등록)을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바로가기 수정

1. 바로가기를 선택하십시오.

2. 수정할 메뉴를 선택한 뒤 메뉴 ▶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바로가기 삭제

1. 바로가기를 선택하십시오.

2. 삭제할 메뉴를 선택한 뒤 메뉴 ▶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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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실행 사용하기
빠른 실행 기능을 사용하여 바로 걸기, 알람 시계, 노트패드, 세계시각, 

계산기, 스톱워치, 사용 설명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걸기 등록 

1. 대기 화면에서 , ,  중 등록을 원하는 번호를 

누르십시오.

2. 바로 걸기 ▶ 등록을 선택하십시오. 

3.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대기 화면에서 바로 걸기를 등록한 빠른 실행 키( , , )을  

두 번 누르면 음성 통화가 연결됩니다. 바로 걸기를 등록한 빠른 실행 키를 

누른 뒤 통화 키를 눌러도 음성 통화가 연결됩니다.

빠른 실행 등록

1. 대기 화면에서 , ,  중 등록을 원하는를 번호를 

누르십시오.

2. 원하는 기능을 선택한 뒤 등록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등록된 

번호에 다른 기능을 등록하려면 메뉴 ▶ 등록을 선택한 뒤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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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하기 
전화부 정보 또는 메시지 내용 등을 입력할 때 키 패드를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변경 

1. 을 눌러 원하는 입력 모드로 변경하십시오. 누를 때마다 

한글/숫자/영문(소)/영문(대) 순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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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팝업 사용 

1. 을 눌러 기호를 입력하십시오.

문자 편집 

한글 입력 모드로 변경한 뒤 자음/모음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입력

하십시오. 

• 쌍자음은 해당 자음 버튼을 세 번 누르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ㄲ는 4를 세 번 누름)

• 모음은 천지인 조합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ㅏ는 1(ㅣ)과 2(·)를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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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반 모드-전화&메시지

일반 모드

전화&메시지

전화 사용하기

통화 발신

1.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단축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를 눌러 상대방과 통화하십시오.

3. 통화를 끝내려면 를 누르십시오.

통화 수신

1. 를 누르거나 통화연결을 선택하여 상대방과 통화하십시오.

2. 통화를 끝내려면 를 누르십시오.

통화 거절

1. 를 누르거나 거절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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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기능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통화 일시 중단

• 메뉴 ▶ 보류/보류해제 선택

• 통화를 일시 중지하거나 일시 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말하기

• 메뉴 ▶ 느리게 말하기 선택

• 통화 중 상대방 목소리를 천천히 들리게 하여 

알아듣기 쉽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보기
• 메뉴 ▶ 연락처 보기 선택

• 통화 중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추가
• 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메뉴 ▶ 연락처 보기 선택

• 통화 중 새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관함
• 메뉴 ▶ 메시지 보기 ▶ 메시지 선택

• 통화 중 메시지 보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
• 메뉴 ▶ 메시지 보내기 선택

• 통화 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캘린더
• 메뉴 ▶ 캘린더 보기 선택

• 통화 중 캘린더를 볼 수 있습니다.

노트패드
• 메뉴 ▶ 노트패드 선택

• 통화 중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 메뉴 ▶ 음소거 선택

• 통화 중 자신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설정한 송화음 차단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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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소음 감소

• 메뉴 ▶ 소음 감소 선택

• 통화 중 주변 잡음을 없애 자신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
•  선택

• 스피커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 (음량 조절 키)를 누르면 통화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추가는 통화 중 대기 서비스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신 사업자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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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확인/관리

1. 바로가기를 선택한 뒤 통화기록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기능 설명

전체 모든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통화 부재 중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 착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 통화 발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랭킹
가장 많이 연락한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삭제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간

통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 

수신 통화, 발신 통화, 누적 통화와 총 통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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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부 사용하기

새로운 연락처 저장
휴대전화에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하십시오. 연락처는 휴대전화와 SIM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 ▶ 메뉴 ▶ 새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3.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단축번호 지정

1. 메뉴 ▶ 전화부 ▶ 설정 ▶ 단축번호를 선택하십시오.

2. 빈 번호를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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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번호를 삭제하려면

1. 연락처가 저장된 단축번호를 선택하십시오.

2.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저장된 연락처 확인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를 선택하십시오.

2. 연락처 목록에서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연락처를 수정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 ▶ 메뉴 ▶ 연락처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2. 정보를 수정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를 선택하십시오.

2.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그룹 설정
그룹을 설정하면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할 때 원하는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을 추가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 ▶ 메뉴 ▶ 그룹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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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그룹을 수정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수정할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그룹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그룹 이름이나 그룹 벨소리를 수정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을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삭제할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새 그룹원 추가 ▶ 연락처에서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연락처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새 그룹원 추가 ▶ 새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연락처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에서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그룹원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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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로 등록

1. 메뉴 ▶ 전화부 ▶ 즐겨찾기를 선택하십시오. 

즐겨찾기로 등록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즐겨찾기를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즐겨찾기에서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즐겨찾기를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즐겨찾기에서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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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사용하기

메시지 확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메시지를 선택하십시오.

2. 수신된 메시지를 선택한 뒤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수신 메시지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려면 

1. 메뉴 ▶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새 연락처로나 기존 연락처로를 선택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MMS)의 첨부 파일을 저장하려면

1. 수신한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선택하십시오.

2. 첨부 파일을 선택한 뒤 메뉴 ▶ 사용 ▶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3. 외장 메모리가 삽입된 경우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기와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보관함에 

저장되며 동영상은 동영상보관함에 저장됩니다.

답장을 보내려면

1. 회신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한 뒤 답장을 선택하십시오.

2.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1. 삭제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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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메시지(SMS) 전송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메시지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하려면 메뉴 ▶ 메시지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 메시지 입력 중에 를 누르면 한글/숫자/영문(소)/영문(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입력 중에 를 누르면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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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전송 

저장된 사진을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사진 ▶ 사진보관함을 선택한 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4. 보기 ▶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5.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사진 ▶ 사진 촬영을 선택하십시오.

4.  나 를 누르십시오.

5.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저장된 동영상을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동영상 ▶ 동영상보관함을 선택한 뒤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4. 재생 ▶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5.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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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동영상 ▶ 동영상 촬영을 선택하십시오.

4.  나 를 누르거나 메뉴 ▶ 녹화를 선택하십시오.

5. 녹화를 중지하려면 중지를 선택하십시오.

6.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녹음된 음성 메모를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오디오 ▶ 녹음파일함 ▶ 녹음기를 선택한 뒤 원하는 음성 

메모를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음성 메모를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오디오 ▶ 음성 녹음을 선택하십시오.

4. 녹음을 선택하십시오.

5. 녹음를 중지하려면 중지를 선택하십시오.

6.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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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일을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기타 ▶ 파일을 선택한 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연락처를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기타 ▶ 연락처를 선택한 뒤 전송할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상용구를 사용하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기타 ▶ 상용구를 선택한 뒤 원하는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긴 문장의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사진/동영상/녹음,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기타 파일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SMS에서 MMS로 전환될 경우 MMS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신 사업자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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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반 모드-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카메라 사용하기

사용 전 참고 사항

• 조명이 밝은 실내나 밝은 실외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할 때는 

직접적인 형광등이나 전구 불빛을 피하십시오.

• 촬영하려는 대상이 정지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촬영해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센서가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촬영하려는 대상에 카메라를 고정해 두십시오.

•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는 충격에 약하므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끔 부드러운 천으로 카메라 렌즈 창을 닦아 

주십시오.

• 카메라를 사용하면 휴대전화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므로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십시오. 

•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설정해도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촬영음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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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승낙 없이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마십시오.

• 촬영 금지 구역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부로 촬영하지 마십시오.

사진/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나 블루투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9

8
7

23456

1 사진 촬영 모드 

2 플래시 사용 여부 설정

3 화이트밸런스 설정

4 효과 설정

5 셀프 타이머 설정

6 사진 해상도 설정

-

8
7

2345;

7 밝기 설정

8 촬영 배율 표시 

9 사진 촬영 가능 매수 

: 캠코더 모드 

; 동영상 해상도 설정

 참고

사진 촬영 모드에서 최대 사진 해상도인 2048x1536으로 설정하면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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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나 를 누르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 변경하기 

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메뉴 ▶ 캠코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를 길게 누르면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동영상 촬영 옵션 메뉴

사진 촬영 옵션을 조정하려면

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메뉴 ▶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아이콘 이름 설명

플래시 켜기 ( ), 끄기 ( )

화이트밸런스
자동 (  ), 맑은날 (  ), 백열등 (  ), 

형광등 (  )

효과
없음 (  ), 세피아 (  ), 반전 (  ), 

흑백 (  )

셀프 타이머 끄기 (  ), 5초 (  ), 10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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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이름 설명

해상도

2048x1536 (  ), 1600x1200 (  ), 

1280x960 (  ), 768x1280 (  ), 

480x800 (  ), 640x480 (  ), 

240x400 (  ), 320x240 (  )

고급 
이미지 화질, 저장소, 타이머 음,  

오토 포커스 

동영상 촬영 옵션을 조정하려면 

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메뉴 ▶ 캠코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3. 메뉴 ▶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4.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아이콘 이름 설명

플래시 켜기 ( ), 끄기 ( )

화이트밸런스
자동 (  ), 맑은날 (  ), 백열등 (  ), 

형광등 (  )

효과
없음 (  ), 세피아 (  ), 반전 (  ), 

흑백 (  )

셀프 타이머 끄기 (  ), 5초 (  ), 10초 (  )

해상도
176x144(MMS) (  ), 176x144 (  ), 

320x240 (  )

고급 동영상 화질, 음성 녹음, 저장소, 타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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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상)/방향(하) 키를 누르십시오. 

 참고

사진 촬영 모드에서 최대 사진 해상도인 2048x1536으로 설정하면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밝기를 조정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좌)/방향(우) 키를 누르십시오.

촬영한 사진/동영상 확인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려면

1. 메뉴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뒤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려면

1. 메뉴 ▶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한 뒤 재생을 선택하십시오.

촬영한 사진을 슬라이드쇼로 보려면

1. 메뉴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슬라이드쇼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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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 모드 바꾸기 

1. 메뉴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썸네일 보기나 리스트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려면

1. 메뉴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3. 메뉴 ▶ 설정 ▶ 배경화면을 선택하십시오.

연락처 사진으로 저장하려면

1. 메뉴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3. 메뉴 ▶ 설정 ▶ 연락처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로 사진/동영상을 전송하려면

1. 메뉴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동영상을 선택한 뒤 메뉴 ▶ 보내기 ▶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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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하려면 

1. 메뉴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동영상을 선택한 뒤 메뉴 ▶ 보내기 ▶ 블루투스를 

선택하십시오.

파일을 삭제하려면 

1. 메뉴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동영상을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모든 파일을 삭제하려면 메뉴 ▶ 모두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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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카메라 기능 살펴 보기

카메라 기능 Q&A

사진을 촬영하려고 할 때 화면에 흰 점들이 생기는 등 화면이 

깨끗하지 않다면 

카메라 렌즈 창에 이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렌즈 창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좀 더 밝은 사진을 촬영하려면

어두운 곳에서 바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촬영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노출 센서가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플래시를 설정하거나 밝기나 ISO를 최대로 

설정하여 촬영하십시오.

저장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전송하려면

사진/동영상을 PC로 전송하려면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 

(www.pantechservice.co.kr)에 접속하여 PC Suit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USB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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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사용하기
뮤직 플레이어는 MP3와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뮤직 

플레이어는 MIDI, i-Melody, MP3, AMR, WAV, AAC. AAC+, 

WMA 파일을 지원합니다.

 참고

휴대전화로 음악 파일을 전송하려면 마이크로 SD 카드가 필요합니다.

Windows Media Player에서 음악 추가 

1. PC의 Windows Media Player를 실행하십시오.

2. 휴대전화와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십시오.

3. 휴대전화에서 미디어 디바이스 (MTP)를 선택하십시오.

4. Windows Media Player의 동기화 탭을 클릭하십시오.

5. 음악 파일을 동기화 목록으로 끌어다 놓기 하십시오.

6. Windows Media Player에서 동기화 시작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Windows Media Player 11 이상, Windows XP SP3 이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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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1. 메뉴 ▶ 뮤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재생중, 모든 노래, 재생목록, 

앨범, 음악가, 장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곡을 눌러 음악을 감상하십시오.

1

2

3

4 5

1 앨범 이미지

2 현재 재생 중인 곡 정보

3 재생 진행 바

4 재생 컨트롤

5 추가 기능

• / / : 모두 반복/한 곡 반복/반복 해제

• / : 임의 순서 재생 설정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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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목록 생성

1. 메뉴 ▶ 뮤직 ▶ 재생목록 ▶ 새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이름을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곡을 선택한 뒤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재생 목록에 다른 곡을 추가하려면 

1. 곡을 추가할 재생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노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곡을 선택한 뒤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재생 목록을 삭제하려면

1. 삭제할 재생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재생 목록 이름을 변경하려면

1. 이름을 변경할 재생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이름변경을 선택하십시오.

재생 목록에서 곡을 삭제하려면

1. 곡을 삭제할 재생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노래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곡을 선택한 뒤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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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 메뉴 ▶ 뮤직 ▶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기능 설명

셔플 임의 순서 재생을 설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복 반복 재생을 설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음장효과 음향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거 곡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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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기능

돋보기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돋보기를 선택하십시오.

2. 자세히 보려는 물체에 카메라 렌즈를 맞춘 뒤 포커스를 

누르십시오.

3. 촬영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돋보기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은 메뉴 ▶ 사진에 저장됩니다.

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좌)/방향(우) 키를 누르십시오. 

밝기를 조정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상)/방향(하) 키를 누르십시오.



71일반 모드-편의 기능

알람시계 사용하기

알람 추가

1. 메뉴 ▶ 편의기능 ▶ 알람시계를 선택하십시오.

2. + 알람 추가를 선택한 뒤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3.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알람을 수정하려면 

1. 메뉴 ▶ 편의기능 ▶ 알람시계를 선택하십시오.

2. 수정하려는 알람 항목을 선택한 뒤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4.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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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알람을 설정하려면

1. 메뉴 ▶ 편의기능 ▶ 알람시계를 선택하십시오.

2. 간편 알람 ▶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켜짐을 선택한 뒤 방향 키로 알람을 설정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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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캘린더를 선택하십시오.

2. 방향 키를 누르면 날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  나 / 를 누르면 이전/다음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월별 보기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추가하려면 

1.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뒤 메뉴 ▶ 일정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일정, 할일이나 메모를 선택하십시오.

3.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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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패드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노트패드를 선택하십시오.

2. + 노트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4.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를 선택한 뒤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5. 메모를 배경 화면에서 보려면 메뉴 ▶ 배경화면에 배치를 

선택하십시오. 배경화면에서 삭제하려면 메뉴 ▶ 배경화면에서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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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녹음기를 선택하십시오.

2. +녹음 추가 ▶ 녹음을 선택하십시오.

3. 중지를 선택하면 녹음이 중단됩니다. 녹음된 파일은 메뉴 ▶ 

보관함 ▶ 오디오 ▶ 녹음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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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각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세계시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도시를 선택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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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계산기를 선택하십시오.

2. 숫자를 입력하고 방향 키를 눌러 연산 부호를 선택하십시오. 

3. 를 누르면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소수점을 사용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 계산 시 여러 번 연산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의 자릿수가 

12자리를 초과하면 계산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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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환산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단위환산을 선택하십시오.

2. 방향(좌)/방향(우) 키를 눌러 길이, 넓이, 부피, 무게나 온도를 

선택하십시오.

3. 현재 단위를 선택한 뒤 값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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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워치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스톱워치를 선택하십시오.

2. 시작을 선택하면 스톱워치가 시작됩니다.

3. 중지를 선택하면 스톱워치가 정지되며, 계속을 선택하면 정지한 

스톱워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4. 초기화를 선택하면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모드를 변경하려면

1. 메뉴 ▶ 편의기능 ▶ 스톱워치를 선택하십시오.

2. 모드를 선택한 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일반 모드를 사용할 때 스톱워치를 중지하지 않고 홈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대기 상태가 되면, 스톱워치는 꺼지지 않으며 화면에 시계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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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하십시오.

2. 설정을 선택한 뒤 방향 키를 눌러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3. 저장 ▶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4. 초기화를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사용 설명서 사용하기

휴대전화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메뉴 ▶ 편의기능 ▶ 사용 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블루투스 사용하기

사용 전 주의 사항

• 블루투스란 근거리 무선 네트워킹 기술로 2.4 GHz 주파수를 이용해 

일정 거리(약 10 m 이내)의 공간에서 각종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PC 등의 통신 

기기는 물론 디지털 가전 제품 간의 통신에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10 m 

안에서만 전송할 수 있으며 벽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단, 팬택 모델 외의 휴대전화 또는 PC와 연결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호환성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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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를 이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류 소모를 막기 위해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블루투스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 블루투스는 무선 기기 등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와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팬택에서 인명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헤드셋, 핸즈프리 기기는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중이거나 다른 

기기가 등록을 시도하고 있을 때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기기로 통화나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질이 떨어집니다. 블루투스 사용 중 전원이 꺼지거나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내장 스피커에서 음악, 동영상, 통화 소리가 

들립니다.

• 블루투스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때 방해물, 전파간섭 등에 의해 음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곳이나 실외에서 통화를 할 때 주변 환경의 잡음으로 통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 중 일부는 휴대전화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켜기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USB ▶ 블루투스를 선택하십시오.

2. 켜기/끄기 ▶ 켜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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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기기와 연결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헤드셋/핸즈프리, 휴대전화, PC 등의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USB ▶ 블루투스를 선택하십시오.

2. 기기 목록 ▶ 기기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3. 연결할 기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휴대전화 이름을 변경하려면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USB ▶ 블루투스 ▶ 블루투스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2. 이름 ▶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이름을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 특정 기기는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PC의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PC를 이용하거나 

외장형 블루투스 동글(Dongle)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의 

블루투스 기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내 휴대전화가 검색되도록 하려면 다른 기기에 표시를 보이기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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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가져오기

상대방 휴대전화가 FTP(File Transfer Profile) 서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가져온 파일은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1. 페어링된 기기를 선택한 뒤 메뉴 ▶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뒤 메뉴 ▶ 복사를 선택하십시오.

메모리 사용 위치를 확인하려면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USB ▶ 블루투스 ▶ 사용 메모리를 

선택하십시오.

2. 내장 메모리나 외장 메모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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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반 모드-설정

설정

기기 설정하기 

소리 및 진동

1. 메뉴 ▶ 설정 ▶ 소리/비행기모드를 선택하십시오.

2. 소리, 소리 및 진동, 진동,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3. 편집을 선택하면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설정을 변경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소리와 소리 및 진동만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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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1. 메뉴 ▶ 설정 ▶ 화면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항목 기능

홈스크린

배경화면이나 시계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기 화면에 나타낼 문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뉴 테마
3x3 메뉴나 리스트 메뉴로 메뉴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컬러 테마
화이트나 블랙으로 컬러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종류 글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 화면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 시간
화면 조명 시간과 키패드 조명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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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1. 메뉴 ▶ 설정 ▶ 통화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항목 기능

착신전환 착신전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대기 통화 중 대기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 발신번호표시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동 재다이얼 자동 재다이얼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전화받기 옵션 전화 받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말하기

느리게 말하기 사용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통화 중 느리게 말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켜기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음 감소 주변 소음 감소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참고

착신전화, 통화중대기, 발신번호표시 기능은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신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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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휴대전화 모드

1. 메뉴 ▶ 설정 ▶ 일반/심플모드를 선택하십시오.

2. 심플 모드나 일반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USB 모드 설정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USB ▶ USB 연결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언어 

1. 메뉴 ▶ 설정 ▶ 언어/시간 ▶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2. 변경하려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날짜 및 시간

1. 메뉴 ▶ 설정 ▶ 언어/시간 ▶ 날짜/시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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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기능 설정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설정 ▶ 보안 ▶ 휴대전화 잠금을 선택하십시오.

2. 휴대전화 잠금 ▶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3.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처음 구매 시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4.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1. 메뉴 ▶ 설정 ▶ 보안 ▶ 휴대전화 잠금을 선택하십시오.

2.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하십시오.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발행 가입확인서

(가입된 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발행 가능) 및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A/S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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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초기화

1. 메뉴 ▶ 설정 ▶ 초기화를 설정하십시오.

2.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항목 기능

설정 초기화 모든 설정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휴대전화 메모리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전화부,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이 삭제됩니다.

외장 메모리 초기화
외장 메모리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됩니다.

 참고

처음 구매 시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휴대전화 정보

1. 메뉴 ▶ 설정 ▶ 휴대전화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2. 내 전화번호, 제조사, 모델, 휴대전화 ID, 소프트웨어 버전, 

언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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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심플 모드-전화&메시지

전화&메시지

전화 사용하기

통화 발신

1.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단축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를 눌러 상대방과 통화하십시오.

3. 통화를 끝내려면 를 누르십시오.

통화 수신

1. 를 누르거나 통화연결을 선택하여 상대방과 통화하십시오.

2. 통화를 끝내려면 를 누르십시오.

통화 거절

1. 를 누르거나 거절을 선택하십시오. 

심플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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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기능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통화 일시 중단

• 메뉴 ▶ 보류/보류해제 선택

• 통화를 일시 중지하거나 일시 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말하기

• 메뉴 ▶ 느리게 말하기 선택

• 통화 중 상대방 목소리를 천천히 들리게 하여 

알아듣기 쉽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보기
• 메뉴 ▶ 연락처 보기 선택

• 통화 중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추가
• 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메뉴 ▶ 연락처 보기 선택

• 통화 중 새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관함
• 메뉴 ▶ 메시지 보기 ▶ 메시지 선택

• 통화 중 메시지 보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
• 메뉴 ▶ 메시지 보내기 선택

• 통화 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캘린더
• 메뉴 ▶ 캘린더 보기 선택

• 통화 중 캘린더를 볼 수 있습니다.

노트패드
• 메뉴 ▶ 노트패드 선택

• 통화 중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 메뉴 ▶ 음소거 선택

• 통화 중 자신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설정한 송화음 차단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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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소음 감소

• 메뉴 ▶ 소음 감소 선택

• 통화 중 주변 잡음을 없애 자신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
•  선택

• 스피커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 (음량 조절 키)를 누르면 통화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추가는 통화 중 대기 서비스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신 사업자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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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확인/관리

1. 바로가기를 선택한 뒤 통화기록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기능 설명

전체 모든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통화 부재 중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 착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 통화 발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랭킹
가장 많이 연락한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삭제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간

통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 

수신 통화, 발신 통화, 누적 통화와 총 통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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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부 사용하기

새로운 연락처 저장
휴대전화에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하십시오. 연락처는 휴대전화와 SIM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 ▶ 메뉴 ▶ 새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3.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단축번호 지정

1. 메뉴 ▶ 전화부 ▶ 설정 ▶ 단축번호를 선택하십시오.

2. 빈 번호를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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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번호를 삭제하려면

1. 연락처가 저장된 단축번호를 선택하십시오.

2.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저장된 연락처 확인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를 선택하십시오.

2. 연락처 목록에서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연락처를 수정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 ▶ 메뉴 ▶ 연락처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2. 정보를 수정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전화부를 선택하십시오.

2.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그룹 설정
그룹을 설정하면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할 때 원하는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을 추가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 ▶ 메뉴 ▶ 그룹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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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그룹을 수정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수정할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그룹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그룹 이름이나 그룹 벨소리를 수정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을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삭제할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새 그룹원 추가 ▶ 연락처에서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연락처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새 그룹원 추가 ▶ 새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연락처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에서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 ▶ 그룹원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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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로 등록

즐겨찾기로 등록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즐겨찾기를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즐겨찾기에서 삭제하려면 

1. 메뉴 ▶ 전화부 ▶ 즐겨찾기를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즐겨찾기에서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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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사용하기

메시지 확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메시지를 선택하십시오.

2. 수신된 메시지를 선택한 뒤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수신 메시지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려면 

1. 메뉴 ▶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새 연락처로나 기존 연락처로를 선택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MMS)의 첨부 파일을 저장하려면

1. 수신한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선택하십시오.

2. 첨부 파일을 선택한 뒤 메뉴 ▶ 사용 ▶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3. 외장 메모리가 삽입된 경우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기와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보관함에 

저장되며 동영상은 동영상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답장을 보내려면

1. 회신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한 뒤 답장을 선택하십시오.

2.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1. 삭제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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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메시지(SMS) 전송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메시지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하려면 메뉴 ▶ 메시지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 메시지 입력 중에 를 누르면 한글/숫자/영문(소)/영문(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입력 중에 를 누르면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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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전송 

저장된 사진을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사진 ▶ 사진보관함을 선택한 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4. 보기 ▶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5.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사진 ▶ 사진 촬영을 선택하십시오.

4.  나 를 누르십시오.

5.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저장된 동영상을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동영상 ▶ 동영상보관함을 선택한 뒤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4. 재생 ▶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5.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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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동영상 ▶ 동영상 촬영을 선택하십시오.

4.  나 를 누르거나 메뉴 ▶ 녹화를 선택하십시오.

5. 녹화를 중지하려면 중지를 선택하십시오.

6.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녹음된 음성 메모를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오디오 ▶ 녹음파일함 ▶ 녹음기를 선택한 뒤 원하는 음성 

메모를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음성 메모를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오디오 ▶ 음성 녹음을 선택하십시오.

4. 녹음을 선택하십시오.

5. 녹음를 중지하려면 중지를 선택하십시오.

6.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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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일을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기타 ▶ 파일을 선택한 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연락처를 보내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기타 ▶ 연락처를 선택한 뒤 전송할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상용구를 사용하려면

1. 메뉴 ▶ 메시지 ▶ 메뉴 ▶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한 뒤 선택 ▶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3. 첨부 ▶ 기타 ▶ 상용구를 선택한 뒤 원하는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긴 문장의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사진/동영상/녹음,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기타 파일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SMS에서 MMS로 전환될 경우 MMS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신 사업자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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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심플 모드-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카메라 사용하기

사용 전 참고 사항

• 조명이 밝은 실내나 밝은 실외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할 때는 

직접적인 형광등이나 전구 불빛을 피하십시오.

• 촬영하려는 대상이 정지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촬영해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센서가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촬영하려는 대상에 카메라를 고정해 두십시오.

•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는 충격에 약하므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끔 부드러운 천으로 카메라 렌즈 창을 닦아 

주십시오.

• 카메라를 사용하면 휴대전화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므로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십시오.

•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설정해도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촬영음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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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승낙 없이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마십시오.

• 촬영 금지 구역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부로 촬영하지 마십시오.

사진/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나 블루투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9

8
7

23456

1 사진 촬영 모드 

2 플래시 사용 여부 설정

3 화이트밸런스 설정

4 효과 설정

5 셀프 타이머 설정

6 사진 해상도 설정

-

8
7

2345;

7 밝기 설정

8 촬영 배율 표시 

9 사진 촬영 가능 매수 

: 캠코더 모드

; 동영상 해상도 설정

 참고

사진 촬영 모드에서 최대 사진 해상도인 2048x1536으로 설정하면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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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나 를 누르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 변경하기 

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메뉴 ▶ 캠코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를 길게 누르면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동영상 촬영 옵션 메뉴

사진 촬영 옵션을 조정하려면

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메뉴 ▶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아이콘 이름 설명

플래시 켜기 ( ), 끄기 ( )

화이트밸런스
자동 (  ), 맑은날 (  ), 백열등 (  ), 

형광등 (  )

효과
없음 (  ), 세피아 (  ), 반전 (  ), 

흑백 (  )

셀프 타이머 끄기 (  ), 5초 (  ), 10초 (  )



107심플 모드-멀티미디어

아이콘 이름 설명

해상도

2048x1536 (  ), 1600x1200 (  ), 

1280x960 (  ), 768x1280 (  ), 

480x800 (  ), 640x480 (  ), 

240x400 (  ), 320x240 (  )

고급 
이미지 화질, 저장소, 타이머 음,  

오토 포커스 

동영상 촬영 옵션을 조정하려면 

1. 대기 화면에서 를 누르십시오.

2. 메뉴 ▶ 캠코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3. 메뉴 ▶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4. 원하는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아이콘 이름 설명

플래시 켜기 ( ), 끄기 ( )

화이트밸런스
자동 (  ), 맑은날 (  ), 백열등 (  ), 

형광등 (  )

효과
없음 (  ), 세피아 (  ), 반전 (  ), 

흑백 (  )

셀프 타이머 끄기 (  ), 5초 (  ), 10초 (  )

해상도
176x144(MMS) (  ), 176x144 (  ), 

320x240 (  )

고급 동영상 화질, 음성 녹음, 저장소, 타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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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상)/방향(하) 키를 누르십시오. 

 참고

사진 촬영 모드에서 최대 사진 해상도인 2048x1536으로 설정하면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밝기를 조정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좌)/방향(우) 키를 누르십시오.

촬영한 사진/동영상 확인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뒤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한 뒤 재생을 선택하십시오.

촬영한 사진을 슬라이드쇼로 보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슬라이드쇼를 선택하십시오.



109심플 모드-멀티미디어

미리 보기 모드 바꾸기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메뉴 ▶ 썸네일 보기나 리스트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3. 메뉴 ▶ 설정 ▶ 배경화면을 선택하십시오.

연락처 사진으로 저장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3. 메뉴 ▶ 설정 ▶ 연락처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로 사진/동영상을 전송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동영상을 선택한 뒤 메뉴 ▶ 보내기 ▶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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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동영상을 선택한 뒤 메뉴 ▶ 보내기 ▶ 블루투스를 

선택하십시오.

파일을 삭제하려면 

1. 메뉴 ▶ 카메라 ▶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사진/동영상을 선택한 뒤 메뉴 ▶ 삭제 ▶ 예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모든 파일을 삭제하려면 메뉴 ▶ 모두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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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카메라 기능 살펴 보기

카메라 기능 Q&A

사진을 촬영하려고 할 때 화면에 흰 점들이 생기는 등 화면이 

깨끗하지 않다면 

카메라 렌즈 창에 이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렌즈 창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좀 더 밝은 사진을 촬영하려면

어두운 곳에서 바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촬영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노출 센서가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플래시를 설정하거나 밝기나 ISO를 최대로 

설정하여 촬영하십시오.

저장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전송하려면

사진/동영상을 PC로 전송하려면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 

(www.pantechservice.co.kr)에 접속하여 PC Suit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USB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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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심플 모드-편의 기능

편의 기능

돋보기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돋보기를 선택하십시오.

2. 자세히 보려는 물체에 카메라 렌즈를 맞춘 뒤 포커스를 

누르십시오.

3. 촬영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돋보기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은 메뉴 ▶ 카메라 ▶ 사진에 저장됩니다.

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좌)/방향(우) 키를 누르십시오. 

밝기를 조정하려면

1. 촬영 중 방향(상)/방향(하)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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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캘린더를 선택하십시오.

2. 방향 키를 누르면 날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  나 / 를 누르면 이전/다음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월별 보기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추가하려면 

1.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뒤 메뉴 ▶ 일정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일정, 할일이나 메모를 선택하십시오.

3.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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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시계 사용하기

알람 추가

1. 메뉴 ▶ 편의기능 ▶ 알람시계를 선택하십시오.

2. + 알람 추가를 선택한 뒤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3.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알람을 수정하려면 

1. 메뉴 ▶ 편의기능 ▶ 알람시계를 선택하십시오.

2. 수정하려는 알람 항목을 선택한 뒤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4.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간편 알람을 설정하려면

1. 메뉴 ▶ 편의기능 ▶ 알람시계를 선택하십시오.

2. 간편 알람 ▶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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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켜짐을 선택한 뒤 방향 키로 알람을 설정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계산기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계산기를 선택하십시오.

2. 숫자를 입력하고 방향 키를 눌러 연산 부호를 선택하십시오. 

3. 를 누르면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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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소수점을 사용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 계산 시 여러 번 연산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의 자릿수가 

12자리를 초과하면 계산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톱워치 사용하기

1. 메뉴 ▶ 편의기능 ▶ 스톱워치를 선택하십시오.

2. 시작을 선택하면 스톱워치가 시작됩니다.

3. 중지를 선택하면 스톱워치가 정지되며, 계속을 선택하면 정지한 

스톱워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4. 초기화를 선택하면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모드를 변경하려면

1. 메뉴 ▶ 편의기능 ▶ 스톱워치를 선택하십시오.

2. 모드를 선택한 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일반 모드를 사용할 때 스톱워치를 중지하지 않고 홈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대기 상태가 되면, 스톱워치는 꺼지지 않으며 화면에 시계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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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사용하기

휴대전화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메뉴 ▶ 편의기능 ▶ 사용 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블루투스 사용하기

사용 전 주의 사항

• 블루투스란 근거리 무선 네트워킹 기술로 2.4 GHz 주파수를 이용해 

일정 거리(약 10 m 이내)의 공간에서 각종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PC 등의 통신 

기기는 물론 디지털 가전 제품 간의 통신에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10 m 

안에서만 전송할 수 있으며 벽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단, 팬택 모델 외의 휴대전화 또는 PC와 연결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호환성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를 이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류 소모를 막기 위해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블루투스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 블루투스는 무선 기기 등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와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팬택에서 인명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헤드셋, 핸즈프리 기기는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중이거나 다른 

기기가 등록을 시도하고 있을 때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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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기기로 통화나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질이 떨어집니다. 블루투스 사용 중 전원이 꺼지거나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내장 스피커에서 음악, 동영상, 통화 소리가 

들립니다.

• 블루투스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때 방해물, 전파간섭 등에 의해 음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곳이나 실외에서 통화를 할 때 주변 환경의 잡음으로 통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 중 일부는 휴대전화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켜기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를 선택하십시오.

2. 켜기/끄기 ▶ 켜기를 선택하십시오.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헤드셋/핸즈프리, 휴대전화, PC 등의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를 선택하십시오.

2. 기기 목록 ▶ 기기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3. 연결할 기기를 선택한 뒤 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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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이름을 변경하려면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 ▶ 블루투스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2. 이름 ▶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이름을 입력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 특정 기기는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PC의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PC를 이용하거나 

외장형 블루투스 동글(Dongle)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의 

블루투스 기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내 휴대전화가 검색되도록 하려면 다른 기기에 표시를 보이기로 설정하십시오. 

파일 가져오기
상대방 휴대전화가 FTP(File Transfer Profile) 서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가져온 파일은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1. 페어링된 기기를 선택한 뒤 메뉴 ▶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뒤 메뉴 ▶ 복사를 선택하십시오.

메모리 사용 위치를 확인하려면

1. 메뉴 ▶ 설정 ▶ 블루투스 ▶ 사용 메모리를 선택하십시오.

2. 내장 메모리나 외장 메모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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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심플 모드-설정

설정

기기 설정하기 

휴대전화 모드

1. 메뉴 ▶ 설정 ▶ 일반/심플모드를 선택하십시오.

2. 심플 모드나 일반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소리 및 진동

1. 메뉴 ▶ 설정 ▶ 소리/비행기모드를 선택하십시오.

2. 소리, 소리 및 진동, 진동,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3. 편집을 선택하면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설정을 변경한 뒤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소리와 소리 및 진동만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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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글자 크기를 변경하려면

1. 메뉴 ▶ 설정 ▶ 글자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크기를 선택한 뒤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배경 화면을 변경하려면

1. 메뉴 ▶ 설정 ▶ 배경화면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뒤 보기 ▶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느리게 말하기

1. 메뉴 ▶ 설정 ▶ 느리게 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2. 켜기나 끄기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느리게 말하기를 끄기로 설정하면 통화 중 느리게 말하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상태

1. 메뉴 ▶ 설정 ▶ 휴대전화 상태를 선택하십시오.

2. 내 전화번호, 신호 세기와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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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C Suite 사용하기

PC Suite 프로그램 설치 
휴대전화와 PC 간에 전화부,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편리하게 관리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www.pantechservice.co.kr)에 

접속한 뒤 화면 상단의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2. P-2100을 검색해서 PC Suite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실행하십시오.

3. USB 케이블이나 블루투스로 PC와 휴대전화를 연결하십시오.

 참고

• PC Suite 프로그램을 연결할 때 휴대전화가 잠겨 있으면 잠금을 해제한 뒤 

연결하십시오.

• 블루투스로 PC와 연결하는 방법은 PC Suite의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할 때 휴대전화의 USB 연결 방식이 모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USB 케이블은 별매품입니다.

www.pantech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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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Suite 실행 화면

1. PC에서 PC Suite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2. USB 케이블이나 블루투스로 PC와 휴대전화를 연결하십시오.

1 2

3 4 5

6

1 휴대전화 연결 방식, 윈도우 시작 시 실행 여부 설정

2 PC Suite 프로그램 사용 도움말과 정보를 확인

3 연락처 목록 관리

4 메시지 관리

5 사진,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을 관리

6 휴대전화 연결 상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 도움말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 PC Suite 프로그램은 Windows 8, Windows 7, Windows Vista 

32bit, Windows XP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데이터 통신 중이거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편집할 때 강제로 USB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PC Suite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124 부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기

홈페이지에서 업그레이드
현재 설치된 소프트웨어보다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에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www.pantechservice.co.kr)에 

접속하십시오.

2. 화면 상단의 다운로드 ▶ 셀프업그레이드 ▶ 셀프 업그레이드 

시작을 클릭하십시오.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십시오. 

 참고

•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진행 중 멈출 수 있으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셀프 업그레이드 시작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팝업 창 좌측 하단의 

설치방법 안내 또는 동영상 튜토리얼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사용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셀프 업그레이드 화면은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셀프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는 PC의 전원을 끄거나 케이블 연결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 셀프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켠 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고객 센터(1588-9111)로 

문의하십시오.

• USB 케이블은 별매품입니다.

www.pantech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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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매품 알아 보기

외장 메모리 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 전압이 안정적이지 않은 기기에서 사용하면 외장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정전기 또는 전기적 잡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고온 다습하거나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외장 메모리 카드에 압력 또는 충격을 주거나 카드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외장 메모리 카드를 젖게 하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오랜 시간 사용한 뒤 바로 빼면 카드에서 열이 날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때는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외장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거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외장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마이크로 SD 

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메모리 카드를 끼우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외장 메모리 카드는 오랫동안 사용하면 수명이 다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새 외장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 외장 메모리 카드는 제조사에 따라 탈/부착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는 외장 메모리 카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중에 부득이하게 포맷이 필요하면 되도록 

PC에서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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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메모리 카드 삽입/분리

외장 메모리 카드 보호대를 살짝 위로 민 뒤 들어 올리십시오. (1) 

외장 메모리 카드의 금속 단자를 밑으로 향하게 한 뒤 삽입하십시오. (2)

금속 커버를 닫은 뒤 살짝 아래로 밀어 고정하십시오. (3)

외장 메모리 카드 사용 시 참고 사항
• 이 제품에는 외장 메모리 카드로 마이크로 SD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마이크로 SD 카드는 용량 및 제조 회사에 따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호환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여 사진, 동영상, MP3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이크로 SD 카드의 용량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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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Manual

Changing the Display Language

1. Select 메뉴 ▶ 설정 ▶ 언어/시간 ▶ 언어.

2. Select 한국어 or English.

Functions of the phone keys

Key Function

Use the quick keys.

Select a menu.

• Left soft key: Launch the Go To in 

standby mode.

• Right soft key: Access Menu in 

standby mode. 

Scroll through the menu options in Menu. 
• Navigation(up) key: Access Create Message 

menu in standby mode.

• Navigation(down) key: Access Contacts 

menu in standby mode.

• Navigation(left) key: Access My stuff 

menu in standby mode.

• Navigation(right) key: Access Calendar 

menu in standby mode.

• Select a menu.

• Launch the Tools in standby mode.

• Delete characters in text mode.

• Return to previous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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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unction

• Make or receive a call.

• Show the recent call list.

• Re-dial the last call number if pressed 

and held in standby mode.

• Turn on/off the phone if pressed and 

held.

• Complete the current call.

• Return to standby mode.

~

• Enter numbers, letters or special 

characters.

• Assign the number as a speed dial 

when it is pressed and held.

• Show the symbol input screen if 

pressed in text input mode.

• Turn on/off the vibrate mode if pressed 

and held in standby mode. 

Change various text input modes if 

pressed in text input mode.

Enter the + sign prefix for international dialing 

if pressed and held in standby mode.

• Adjust the earpiece volume while 

making a call.

• Control the ringtone volume, vibrate mode 

and silent all mode in standby mode.

• Volume up key: Launch the 

Multitasking by pressing and holding in 

standby mode.

• Volume down key: Reject the incoming 

call if the volume down key is pressed 

and held when receive an incoming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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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unction

• Turn camera capture mode on.

• Change the capture mode if pressed 

and held in camera capture mode.

Access the Messages in standb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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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Glossary at the top
The following icons are displayed on the upper part of the 

screen.

• : Signal strength.

• : Airplane mode is active.

• : A call is being made. 

• : An event is set.

• : Incoming calls set to ring only (Normal).

• : Incoming calls set to Vibrate and Ring.

• : Incoming calls set to Vibrate Only. 

• : Incoming calls set to Silent.

• : Received one or more text messages.  

• : Received one or more multimedia messages.  

• : Received one or more voice messages. 

• : Inbox is full.  

• : A message is being sent. 

• : A message is being received.

• : An alarm is set.  

• : Bluetooth is active.

• : Bluetooth hands-free headset is connected.

• : Bluetooth A2DP headset is connected. 

• : Bluetooth hands-free + A2DP headset is connected.

• : Data transfer via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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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dset is connected. 

• : USB is connected.

• : External memory card is inserted. 

• : An error occurred on the external memory card.

• : Batter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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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특성 살펴보기

규격 및 특성

사용 주파수 

범위

WCDMA

Band 1

송신(TX): 1922.8~1977.2 MHz

수신(RX): 2112.8~2167.2 MHz

WCDMA  

Band 2

송신(TX): 1850~1910 MHz

수신(RX): 1930~1990 MHz

GSM 송신(TX): 880.2~914.8 MHz

수신(RX): 925.2~959.8 MHz

DCS 송신(TX): 1710.2~1784.8 MHz

수신(RX): 1805.2~1879.8 MHz

PCS 송신(TX): 1850.2~1909.8 MHz

수신(RX): 1930.2~1989.8 MHz

주파수 

정밀도

WCDMA: 할당 주파수의 ±0.1 ppm 이내

GSM: 할당 주파수의 ±90 Hz 이내

DCS/PCS: 할당 주파수의 ±180 Hz 이내

외 관(mm) 106.5 x 53 x 17.4

중 량(± 1 g) 110 g

동작 온도 휴대전화: 영하 10 ℃~영상 40 ℃

충전기: 0 ℃~영상 50 ℃

상대습도 5 %~95 %

블루투스 Spec Version: BT 2.1 + EDR

QDID: B021300

사용 주파수 범위 송신(TX): 2402~2480 MHz

수신(RX): 2402~248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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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정보 기록

P-2100

모델명 P-2100

구입 일시                년                   월                  일

구입처
상호

전화번호

일련번호

전화번호

비밀번호

1. 기기의 명칭: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P-2100)

2.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주)팬택

3. 제조자/제조국가: (주)팬택/한국

4. 인증받은 자의 식별 부호: SKY

5. 인증번호: MSIP-CMM-SKY-P-2100

• 당해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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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고장이 아니에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기 전 확인 사항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중에 키나 화면이 멈춰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분리하고 끼운 뒤 다시 전원을 켜보십시오. 이때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니 미리 PC 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십시오.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는 팬택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뜨거울 때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많은 전류가 필요하므로 통화를 할 때 열이 

발생하여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오랫동안 

사용할 때 많은 열이 날 수 있으나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사용 설명서와 다를 때

처음 구매했을 때에 비해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반 정도로 줄었으면 새 

배터리를 구매하십시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사용 시간이 조금씩 단축됩니다. 또 배터리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 

사용되므로 수명이 다 된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십시오.

휴대전화에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면 USB로 인식될 때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구성품으로 제공하는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일부 충전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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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의 램프가 깜박일 때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분리한 뒤 다시 연결하십시오. 깜박임이 멈추지 않으면 

충전 단자를 깨끗이 닦은 후 충전하십시오. (계속해서 깜박임이 멈추지 

않으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통화가 자꾸 끊어지거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발신이 

실패될 때

지역의 전파가 불안정하거나 약할 때,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아 폭주 

현상이 발생할 때 통화 중 연결이 끊어지거나 통화 연결이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통화 연결을 시도하거나 장소를 이동하여 통화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도 발신이 실패될 수 

있으니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전송을 시도하거나 114 발신 등을 통해 

위치를 등록한 뒤 전송을 시도해 보십시오. 

카메라 사용 방법이 사용 설명서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카메라의 화질은 주변 환경 및 촬영 기법에 따라 다르게 촬영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바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촬영 대상이 잠시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의 센서가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켠 후 약 3~5초 

정도 뒤에 카메라가 완전히 어둠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밝기를 최대로 밝게 

조정하여 찍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외부 또는 다른 

휴대전화에서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은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사용 

환경이 달라 사용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 및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의 음량 크기가 다를 때

MP3 파일 등은 휴대전화의 특성, 설계 규격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콘텐츠라도 다른 제조 회사 및 팬택의 

다른 모델과 음량, 음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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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내 사항 확인하기

제품 등록 안내

1.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www.pantechservice.co.kr)에 

접속하십시오. 

2. 화면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십시오.

3. 회원 가입 중에 제품 등록을 진행하십시오.

 참고

• 모델별 PC Suite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 전자파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

• 어린이에게 전자파가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십시오.

• 휴대전화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통화를 할 

때는 휴대전화를 얼굴에 너무 밀착시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자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오랜 시간 

통화하지 마십시오.

• 통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양쪽 귀를 번갈아 사용하십시오.

• 전자파 흡수율이 높은 통화보다는 되도록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십시오.

• 통화를 할 때는 되도록 이어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 휴대전화의 서비스 신호(안테나 수신)가 약해지면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신호가 약할 때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 휴대전화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지 마십시오.

www.pantech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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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해도 전자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 사용 시 참고하십시오.

폐휴대전화 및 폐배터리 처리 안내
수거된 폐휴대전화 및 폐배터리는 다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잔재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2005년부터 휴대전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

2005년부터 팬택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다 버리는 폐 휴대전화 및 폐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합니다.

폐휴대전화 및 폐배터리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가까운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점으로 가져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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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고객센터

고객 상담 센터 전화 연결

(지역에 관계없이) 1588-9111 

(상담 가능 시간) 월~금요일: 9:00~18:00, 토요일: 9:00~13:00

팬택 서비스

팬택 서비스 홈페이지(www.pantechservice.c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찾기

고객 상담 센터 또는 팬택 서비스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의 전화번호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위치는 서비스 제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팬택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센터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서비스 센터를 

검색한 뒤 원하는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Google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pantechservice.co.kr


서비스에 
대하여

• 당사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 고장 발생 시 구입처 또는 대리점 이용이 안 될 경우 1588-9111로  전화를 주시거나 가까운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점에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보상 여부 및 내용 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제품 구입 시 휴대전화,  충전기,  USB   케이블  제품  보증기간은  1년,  배터리는  6개월입니다.

모델명 P-2100 일련번호

구입일 년           월           일 구입 대리점

구입 금액 연락처

※  제품 구입 시 제품 보증서의 소정란에 기재 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상 서비스 제품을 구입한 뒤 1년(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 날 경우에만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제품을 영업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의 보증기간은 반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 중요한 수리: 정상 사용을 위하여 제품 분해 및 부품 교체가 필요한 수리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용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 시,  
고장성 불량에 한함  
(고장성 불량에 한하여,
마케팅성,  서비스성,
과실성은 제외함)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해당 없음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환급

교환 불가능 시

수리할 수  
있을 때

동일 하자로 2회까지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동일 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제품 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  제품의 성능,  기능상 불량 수리가 아닌 초기화,  업그레이드 등의 단순한 점검은 교환,  환불 관련  
수리 횟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환급: 구입가 환급(구입 증빙 서류 제출)

유상 서비스 고장이 아닌 경우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 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진동자,  

안테나,  이어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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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에서 제공하지 않은 별매품 구입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기타 부주의로 인한 고장,  손상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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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보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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