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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터리를하단홈에
맞춰넣으세요.

2. 화살표방향으로“딸깍”
소리가날때까지누르세요.

1. 배터리분리버튼을위로올린상태에서
화살표방향으로빼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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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여행용충전기는정보통신부의충전기공용화방안에의하여제작된제품으로
타사단말기와호환이가능합니다. (단, 정통부공용안의적용휴대폰일경우만해당됩니다.)

•당사충전용거치대에타사의여행용충전기를연결시정상동작하지않을수있습니다.
•배터리없이충전기를사용하지마십시오. (폰이정상동작하지않습니다.)

1. 그림과같이여행용충전기를콘센트와거치대에연결하세요.

2. 휴대폰배터리아래부분을거치대하단의돌출부에끼워서충전합니다.

3. 배터리만충전할시에는거치대중간홈에끼워서충전합니다.

1. 여행용충전기의플러그를콘센트에꽂으세요.

2. 휴대폰하단부의고무마개를벗겨내세요.

3. 여행용충전기의연결커넥터의상, 하방향을확인한후양쪽단추를
누르면서휴대폰에삽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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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화기근처에두거나임의로분해하지마십시오. 
- 폭발및화재의위험이있습니다. 

●반드시지정된배터리와충전기를사용하시고충전단자끼리연결하지마십시오. 특히, 주머니에넣을때열쇠나기타금속
물질에의해단자끼리접촉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십시오.  
-  폭발하거나고열이발생하여화상을입을수있습니다. 

●강한충격을주거나떨어뜨리지마십시오. 
- 고장이나화재의위험이있습니다. 

●배터리는어린이손이닿지않는곳에항상청결히보관하십시오. 

●배터리의충전과보관은상온에서하십시오. 
- 너무더운곳(여름철차안, 화기근처)이나추운곳에서충전하면충전이잘되지않고배터리효율이떨어집니다. 

●배터리는소모품이므로충·방전을반복하면사용시간이서서히단축됩니다. 
- 구입시에비해성능이반정도로떨어지면새배터리를구입하여사용하십시오. 

●충전단자는이물질이끼지않도록항상청결히유지하십시오.

●번개및낙뢰등이많은날은콘센트에서플러그를빼두어제품을보호하도록하십시오.
- 화재의위험이있습니다. 

●충전기는반드시정보통신부(TTA)인증마크(          )를획득한큐리텔정품을대리점이나가까운서비스센터에서구입하여사용해야합니다. 
지정된전용충전기를사용하지않으면배터리팩에손상을주거나폭발위험이있으므로절대금하여주십시오.

●충전할때충전기를천이나이불로덮거나싸면열을발생시키거나화재의원인이될수있으니통풍이잘되는곳에두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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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동작과대기화면은사업자또는화면설정상태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내부화면은화면설정으로바꿀수있습니다.
•휴대폰사용중이상동작이발생하거나전원이켜지지않으면배터리를뺀후

다시끼워주시고약5초정도경과후휴대폰을켜주세요.
•휴대폰을종료후5초이내에휴대폰을켤경우키가동작하지않아전원이켜지지

않을수있습니다. 5초정도기다린후전원을켜시기바랍니다.

•그래픽이사라지면서전원이꺼집니다.
•애니메이션동작은화면설정에서바꿀수있습니다.

1. 를누르세요. 1. 를길게누르세요.
•일정시간동안통화가연결되지않으면대기상태로돌아갑니다.
•통화가연결되면통화시간이자동으로표시됩니다.
•전화번호입력시 를누르면

1) 전화번호찾기 : 입력한전화번호로전화번호부를검색합니다.
2) 발신번호감추기 : 상대방에게자신의번호가표시되지않도록합니다. 

(*23# 이전화번호앞자리에입력됩니다.)
3) 자동지역번호삭제 : 자동지역번호가설정된경우자동지역번호를지웁니다.
4) 수동대기 (P) :           ,        입력시까지입력이정지됩니다.
5) 시간대기 (T) : 2초간키입력이정지됩니다.
※P, T는ARS등의서비스사용시키입력의편리함을위해사용

6) 메시지보내기 : 문자편지쓰기상태로이동합니다. 
•번호를잘못누르셨다면 를한번누를때마다한글자씩삭제되고

길게누르면모두삭제됩니다.
•자동지역번호를설정하셨다면지역번호를누르지않고전화번호만누르면됩니다.
•단축번호를설정하셨다면 1자리일경우는해당숫자버튼을길게, 2자리일경우는

첫번째숫자입력후두번째숫자버튼을길게누르시면해당전화번호로연결됩니다.
•단축번호 는모바일시큐리티서비스에사용됩니다.
•단축번호 는국제로밍선택, 국제전화번호입력에사용됩니다.

(국제로밍은P. 38에, 국제전화번호는P. 134에설명되어있습니다.)

1. 지역번호와전화번호를누르고 를누르세요. 1. 슬라이드를내리거나 를
누르세요.

2. 연결되면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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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벨이울리면 2. 슬라이드를열고
통화하세요.
통화를끝내려면
슬라이드를닫거나

를누르세요.

Photo Caller ID :
전화번호등록에서해당전화번호와매칭되는발신
번호가수신될때, 지정된사진이표시됩니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이용시에만사용이가능합니다.)

동영상Caller ID :
전화번호등록에서해당전화번호와매칭되는발신
번호가수신될때, 지정된마이무비가화면에표시됩니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이용시에만사용이가능합니다.)

통화중에 자세한내용은전화번호부
기능을참조하세요(전화번호) 찾기

통화중에

통화중에저장된전화번호를찾을때사용합니다.

통화중에

통화중에

송화음차단/해제 통화중에이쪽소리가상대방에게들리지않게하는
기능입니다.

키소리안남/해제 통화중에상대방에게자신의휴대폰버튼키소리를
들리지않게하는기능입니다.

자기번호송출 ARS이용시자신의전화번호를자동으로보내줄수
있는기능입니다.

통화중에자기번호보기 통화중에자신의번호를확인할수있는기능입니다.

통화중에자신에게들리는상대방의소리크기를조절합니다.수신음크기조절 통화중에 /
통화중에상대방에게들리는자신의소리크기를
크게/작게로조절합니다.

송화음크기조절 통화중에 /

통화중에상대방의목소리를녹음하는기능입니다. 녹음된
목소리는음성녹음메뉴의음성목록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통화중녹음 통화중에

통화중메모 통화중에
통화중에간단하게전화번호를메모하는기능입니다. 입력한
전화번호는통화중메모목록 (전화번호부의통화기록)에
저장되고목록에서전화번호부로저장, 편집할수있습니다.

숫자입력

를길게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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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짧게누르세요. 2. 를눌러원하는번호를
선택후 를누르세요.

: 발신
: 수신
: 부재수신
: 부재수신미확인
: 수신거부
: NATE / DATA 수신
: NATE / DATA 수신거부
: NATE / DATA 수신거부미확인
: NATE / DATA 부재수신
: NATE / DATA 부재수신미확인

: 통화중발신(3자통화)
: 통화중수신
: 통화중부재수신
: 통화중부재수신미확인
: 수신거부미확인

• 로총통화/ 발신/ 수신/ 부재중전화목록을선택할수있습니다.

•최근에걸거나
받았던번호가
표시됩니다.

1. 를길게누르세요.

해제하려면 를다시한번길게누르세요.
이전에설정된상태로돌아갑니다.

슬라이드가닫힌상태에서 를길게누르면, 렌턴기능이수행됩니다.

설정 : 레져→5. 플래시부가기능→렌턴기능 (설정/해제)

•내부화면에아이콘이표시되고
이제부터는전화가오면진동이
울립니다.

•이기능은공공장소나회의중에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지않기
위해사용하시면편리합니다.

•이기능이설정되면각종경보
기능들이진동으로전환되고다이얼
버튼동작음이들리지않습니다.

슬라이드가닫은상태기능

• 를길게누르면LCD창에불이켜집니다.

• 를길게누르면플래시기능입니다. 

• 를길게누르면전면키해제메시지창이나옵니다.  

해제 : 

메시지창 (5초동안)이떠있는동안키입력이없으면

메시지창이없어지면서자동으로잠금이됩니다.

•전면키해제후 를길게누르면에티켓모드가설정/해제가됩니다.

슬라이드를닫으면전면키잠금

를길게누르세요.
해제하려면비밀번호 4자리를입력하세요.
•출하시비밀번호는‘0000’으로설정되어있으며전화번호를
입력하면전화번호끝4자리로변경됩니다.

를누르면MONETA기능이나옵니다.

를누르면MOD Player 기능이나옵니다.

를누르면사용자정의키기능이나옵니다.

•NATE 접속화면으로바로이동하여여러가지기능들을사용할수있습니다.

를길게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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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누르면한글, 영문대문자, 영문소문자, 
숫자, 기호를선택할수있습니다.

1

2

3

4

5

한글입력상태

영문대문자입력상태

영문소문자입력상태

숫자입력상태

기호입력상태

■자간이동시 를사용합니다.

문자입력

휴대폰화면에인사말을입력할때/ 전화번호등록시
이름, 메모, e-mail 등을입력할때/ 그룹관리에서
그룹이름입력할때/ 전화번호찾기에서이름을
입력할때/ 일정등록시에메모를입력할때/ 
문자서비스기능을사용할때/ D-day 기능을사용할때
문자입력을할수있습니다.

자음입력방법
격음또는쌍자음을입력하려면
해당버튼을원하는자음이표시
될때까지반복해서누르세요.

•ㄱ은 를한번누름

•ㅋ은 를두번누름

•ㄲ은 를세번누름

•ㅔ는 를누름

•ㅚ는 를누름

•ㅞ는 를누름

모음입력방법
모음은한글사랑“ㅣ. ㅡ”순으로
버튼을이용해입력합니다.

•ㅏ는 를누름

•ㅑ는 를누름

•ㅠ는 를누름

•입력한글자를지우려면

한글자씩삭제 :          를짧게누릅니다.

전체삭제 :         를길게누릅니다.

•입력중한칸을띄우려면,       를눌러우측으로이동시킵니다.

•입력된글자사이에빈칸을삽입하려면, 해당위치에커서이동후

를눌러기호창에서빈칸을입력합니다.

•원하는위치로커서를이동하려면 를눌러상하/좌우로

이동합니다.

•문장일부를수정하려면 를눌러이동하여

수정하고자하는문자에커서를놓고 를눌러삭제한후

새로운문자를입력할수있습니다.

•같은문자를동시에이어서쓰려고할때“만남”이라는문자를

입력할때“만”을입력한후“남”의“ㄴ”을입력하려면 를눌러

커서를옆으로이동한후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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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텔짱”을입력한다면

2번누름 누름 2번누름 2번누름 누름 2번누름 누름

2번누름 2번누름 2번누름

<커서이동> - 두번눌러서한칸띄우기를합니다.

3번누름 누름 누름 누름

1. 문자입력에서
를눌러영문상태로

전환합니다.

는대문자를, 

는소문자를

입력할수있습니다.

2. 해당영문이표시된
버튼을화면에표시
될때까지반복해서
누르면됩니다.

2

3

R은 두번

F는 세번

세번 C

두번 U

두번 R

세번 I

한번 T

두번 E

세번 L

CURITEL을입력한다면

2. 해당버튼을누르면
숫자가입력됩니다.

1. 문자입력에서
를눌러숫자상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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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입력에서 를눌러
기호입력상태로전환합니다.

2. 해당버튼을누르면문자가입력됩니다.

/         를눌러원하는문자를찾습니다.

ⓜPlayon

NATE

전화번호부메뉴기본메뉴

메시지메뉴

사용자정의키

MONETA

MOD Player

모바일시큐리티

1. SKT 서비스 2. 소리설정
3. 화면설정 4. 컨텐츠보관함
5. 전자수첩 6. 환경설정
7. 엔터테인먼트
8. 전화번호부 9. 카메라

길게누르면모바일시큐리티가실행됩니다.
※서비스에대한자세한내용과가입절차는서비스사업자에게문의하세요.

전화번호검색, 수발신번호
검색, 번호저장등의관련
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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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사용가능한메모리는2M~512M입니다.

•미니SD카드를폰에넣어사용할때는미니SD카드의뒷면이위로향하게하여넣어사용합니다.

•미니SD카드내파일명은한글, 영문, 숫자로작성된파일명을인식하며영문 20자이상인파일명이나

특수문자는폰에서인식할수없습니다.

•미니SD카드내각미디어저장폴더이름은사진은 IMAGE, 동영상은MPEG4, MP3는mod_sd입니다. 

•휴대폰에서사용되는메모리는일반SD카드가아닌미니SD카드입니다.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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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자동로밍서비스여부를선택합니다.1. 국제자동로밍을선택합니다. 

※NATE 기능의자세한내용은사업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www.nate.com)
※NATE Drive 에대한설명은 Drive.nate.com을참고하세요.

1. NATE접속을선택합니다. (혹은대기상태에서 길게)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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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 기능의자세한내용은사업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www.nate.com)

NATE정보검색중에 를누르면
메뉴의세부항목으로들어갑니다.

를이용하여메뉴항목이동

1. 다운로드된컨텐츠를선택한후 를누릅니다.ⓜPl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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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판을실행합니다. 2. 를눌러원하는제어기능을선택한후 를누릅니다.

[ 사운드제어 ]

ⓜPlayon

1. 폰테마를
선택합니다.

2. 다운로드된컨텐츠를
선택한후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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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외선주소록전송을선택합니다. 2. 주소록송신, 수신의여부를확인한후 를눌러실행합니다.

■ 주소록 적외선 전송은 전체전송, 그룹전송, 개별전송이 가능합니다.

ⓜPlayon

1.ⓜPlayon을접속을실행합니다. 2. 를눌러원하는컨텐츠를
선택후다운로드를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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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소(윙크)는무선인터넷이용자들의이용환경을개선시키고자국가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국내이동통신 3사(SKT, KTF, LGT)와계약에의해공동으로주관하여
복잡한URL입력대신번호를통해무선인터넷콘텐츠에접속하도록실시하는공공서비스입니다. 

기존의방식에서는휴대폰단말기로URL을직접입력하여무선인터넷에접속하기때문에이용자가가고자하는
무선콘텐츠로가기위해서는입력을많이해야하는번거로움이발생합니다. 

이를해소하고자제공되는모바일주소(윙크) 서비스는영문(도메인)에일치하는휴대폰키패드숫자를누르고나서
“#(구분자)+고유번호”를누르면됩니다. 

WINC

1. 핫키 (Hot Key) 방식
핫키를이용해모바일주소(WINC)서비스를이용하는방식입니다.
※핫키는이동통신사, 휴대폰기종에따라제공방법및시기는상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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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C

2. 메뉴방식
이동통신사의포털사이트를이용하여모바일주소(WINC)서비스를이용하는방식입니다.
※메뉴위치는이동통신사별로상이할수있습니다.

3. **85, **9462이용방식

4. URL직접입력방식

대기화면에서콜백URL방식의 **85(바로), **9462(모바일주소번호) 서비스입니다.



MONETA 서비스는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멤버십, 티켓/쿠폰/상품권, ID출입증등지갑안의모든것을휴대폰속의칩(Chip) 하나에담아
이용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지불/결제/인증수단입니다. 
MONETA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먼저가까운SK 텔레콤지점과각대리점또는해당사이트에접속하여, MONETA Card를신청해야합니다.
MONETA Card에는신용카드/통장등에대한정보가들어있습니다. 분실이나취급에주의하세요.
신규서비스및서비스업그레이드로인하여일부MONETA 기능이본설명서의내용과상이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서비스사업자에게문의하거나MONETA 홈페이지 (www.moneta.c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배터리를빼내기 발급된 IC-Chip 카드에서 IC-Chip을분리한후휴대폰에끼우기 배터리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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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를선택합니다.

2. 비밀번호를입력하고 를누릅니다.

3.“휴대폰을수신기로향하게하세요”라는메시지를확인한후, 휴대폰의적외선
송수신부(IrDA포트)를수신기(Dongle)로향하게합니다.

4.“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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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충전방법

사용방법1. 모네타캐쉬를선택합니다.

2. 비밀번호를입력하고 를누릅니다.

3.“휴대폰을수신기로향하게하세요”라는메시지를확인한후, 휴대폰의
적외선송수신부(IrDA포트)를수신기(Dongle)로향하게합니다.

4.“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1. 교통을선택합니다.

2. 교통카드잔액이표시됩니다.

3. 충전을하시려면“예”버튼을선택합니다.

1. 교통을선택합니다.

2. 교통카드잔액이표시됩니다.

휴대폰의배터리부분을수신기에접촉하셔야합니다.



54 55

1. BANK를선택합니다.

2. 제휴은행의M-BANK 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3. 세부서비스절차는제휴은행의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증권/금융을선택합니다.

2. 무선인터넷에접속합니다.

3.MONETA금융의각종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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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멤버쉽을선택합니다.

3.해당멤버쉽카드를선택합니다.
(예: 1. TTL 2. 대한항공)

4.“휴대폰을수신기로향하게하세요”라는
메시지를확인한후, 휴대폰의적외선
송수신부(IrDA포트)를수신기(Dongle)로
향하게합니다.

5.“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상품권을선택합니다.

3.사용할상품권을선택합니다.
(예: 1. SK-모네타상품권)

4.“휴대폰을수신기로향하게하세요”라는메시지를
확인한후, 휴대폰의적외선송수신부(IrDA포트)를
수신기(Dongle)로향하게합니다.

5.“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상품권을선택합니다.

3.“다운받기”를선택하고무선인터넷에접속합니다.

4.상품권(예: SK-모네타상품권)을선택합니다.

5.“모네타상품권ID/Password”를입력하고
다운을받습니다.

6.다운완료후“모네타세상”의“상품권”을선택하고
상품권정보를확인합니다.

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멤버쉽을선택합니다.

3.“다운받기”를선택하고무선인터넷에접속합니다.

4.멤버쉽(예: SK멤버쉽)을선택합니다.
“멤버쉽ID/Password”를입력하고다운을
받습니다.

5.다운완료후“모네타세상”의“멤버쉽”을선택하고
멤버쉽정보를확인합니다.

1. 멤버쉽 2.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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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켓 / 쿠폰 4. 쇼핑방송

쇼핑방송에관련된NATE사이트로이동합니다.

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티켓/쿠폰을선택합니다.

3.사용할티켓/쿠폰을선택합니다.

4.“휴대폰을수신기로향하게하세요”라는
메시지를확인한후, 휴대폰의적외선송수신부
(IrDA포트)를수신기(Dongle)로향하게합니다.

5.“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티켓/쿠폰을선택합니다.

3.“다운받기”를선택하고무선인터넷에접속합니다.

4.티켓/쿠폰을선택합니다.

5.“티켓/쿠폰ID/Password”를입력하고다운을받습니다.

6.다운완료후모네타세상의티켓/쿠폰을선택하고
티켓/쿠폰정보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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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저/스포츠

다운받기를선택하면레저/스포츠NATE사이트로이동합니다.

6. 의료/건강

다운받기를선택하면의료/건강NATE사이트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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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D출입증

1. 휴대폰으로출입할경우, 휴대폰배터리
부분을카드리더기로향하게합니다.

2. 출입문이열립니다.

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ID출입증을선택합니다.

3. 다운받은ID출입증을확인합니다.

4. ID출입증을다운받을경우“다운받기”를선택하여주세요.

5. 무선인터넷에접속하여ID출입증을다운로드받습니다.

8. 민원서류 발급

1. 무인민원발급기에서휴대폰전자서명을선택합니다.

2. 휴대폰모네타메뉴에서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3. 휴대폰 민원서류발급을선택합니다.

4. 인증서비밀번호를입력한후 를선택합니다.

5. 휴대폰을무인민원발급기의수신기로향하게합니다.

6.“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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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네타세상을선택합니다.

2. OKCashbag을선택합니다.

3.“OKCashbag포인트를조회하시겠습니까?”라는메시지가나오고‘확인’을선택하면
OKCashbag Mall로이동합니다. 

9. OKCashbag 전자화폐 지불

1. 전자화폐를선택합니다.

2. 지불을선택합니다.

3.“휴대폰을수신기로향하게하세요”라는메시지를확인후, 수신휴대폰의적외선
송수신부(IrDA포트)를수신기(Dongle)로향하게합니다.

4.“완료되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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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충전

충전확인, 거래내역조회, 카드정보조회

1. 전자화폐를선택합니다.

2. 충전을선택합니다.

3.무선인터넷으로연결되면연결계좌및카드로충전을합니다.

1. 해당내용을선택하시면각종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2. 자세한사항은해당전자화폐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쇼핑몰을선택합니다.

2.무선인터넷의MONETA쇼핑몰에접속합니다.

3.MONETA쇼핑몰의각종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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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정보조회 2. Cash조회 / 관리

1. My Page를선택합니다.

2. 카드정보조회를선택합니다.

3. 신용카드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4. 휴대폰내의신용카드정보를표시합니다.

1. My Page를선택합니다.

2. 카드정보조회를선택합니다.

3. 신용카드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4.“카드정보조회/관리”를선택합니다.

5. 무선인터넷의관리메뉴에접속합니다.

1. My Page를선택합니다.

2. Cash조회/ 관리를선택합니다.

3.MONETA Cash조회및관리의NATE사이트로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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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관리 4. 인증서관리

1. My Page를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관리를선택합니다.

3.“개인정보내려받기”메뉴는서버에서본인의정보를내려받아자동으로저장할수있는메뉴입니다.

4. 저장된정보는“개인정보조회”및“배송지정보조회”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 My Page를선택합니다.

2. 인증서관리를선택합니다.

3. 인증서용비밀번호를등록합니다.

4.“1. 인증기관접속”을선택하여인증기관별로인증서발급/폐지/갱신신청을할수있습니다.

5.“2. 개인인증서”메뉴에서는설치된개인인증서를조회할수있습니다.

6.“3. 인증기관인증서”메뉴에서는설치된인증기관의인증서를조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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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RF 지불설정

서비스준비중입니다.

※자세한사항은서비스사업자에게문의하거나MONETA 홈페이지www.moneta.c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6. 주 결제수단설정

1. My Page를선택합니다.

2. Ir/RF 지불설정을선택합니다.

3. 지불/결제방법을선택합니다.

4. 설정완료메시지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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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PS전용메뉴를선택합니다. 

2. 원하는곳을눌러선택하고검색합니다.

1. 지도/약도를선택합니다. 

2. 원하는곳을눌러선택하고검색합니다.

3. 위치를확인하고지도를다운받습니다.

1. New & Hot을선택합니다.

2. 원하는곳을눌러선택하고검색합니다.

1. 서비스체험을선택합니다. 

2. 원하는곳을눌러선택하고검색합니다.



76 77

를길게눌러모바일시큐리티를실행합니다.

‘긴급구조출동서비스에가입한경우에는긴급구조요청을할수있습니다.
서비스에대한자세한내용과가입절차는서비스사업자에게문의하세요’

1. 안심서비스를선택합니다.

2. 원하는곳을눌러선택하고
검색합니다.

1. 지도보관함을선택합니다. 

2. 원하는지도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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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 *89 ] : 소리샘에연결됩니다. (녹음되어있는음성메시지를확인할수있습니다.) 
2) 등록 [ *51 ] : 전화기가꺼져있거나받을수없을경우소리샘으로연결되도록등록합니다.
3) 즉시연결등록 [ *50 ] : 전화가걸려올때전화기로연결되지않고즉시소리샘으로

연결되도록등록합니다.
4) 해제 [ *52 ] : 소리샘등록상태를해제합니다.

1) 등록 [ *72 ] : 자동연결할전화번호를입력하고, 자동연결상태로등록합니다.              
자동연결은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고시간이경과되면등록해놓은
전화번호로자동으로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2) 해제 [ *73 ] : 자동연결등록상태를해제합니다.

1) 등록 [ *71 ] : 착신전환할전화번호를입력하고착신전환상태로등록합니다.                 
착신전환은전화가오면휴대폰의벨소리가울리지않고 등록해놓은
전화번호로곧바로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2) 해제 [ *73 ] : 착신전환등록상태를해제합니다.

1) 접속 [ 1511 ] : 정보샘에연결됩니다.                                                                            
정보샘은뉴스, 날씨, 주식등고객이선택한문자정보를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80 81

1) 접속 [ 1333 ] : 교통정보에연결됩니다.                                                                         
교통정보는전국의고속도록및국도, 서울시내최신교통정보등의
도로상황을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1) 국제전화 [ *62 ] : 국제전화발신을차단합니다.(서비스가입시설정한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설정후에는국제전화발신시비밀번호입력을요구하는
안내메시지가나오고입력후에발신되게됩니다.

2) 모든전화 [ *61 ] : 모든발신을차단합니다.(서비스가입시설정한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설정후에는모든발신시비밀번호입력을요구하는안내메시지가
나오고입력후에발신되게됩니다.

3) 해제 [ *63 ] : 비밀번호통화설정을해제합니다

1. 넘버플러스설정을
선택합니다.

2.넘버플러스번호를입력한후
를눌러다음항목을

선택합니다.

3.넘버플러스벨설정/ 램프설정을
차례로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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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서비스편집을
선택합니다.

1. **114접속을선택합니다. 2.서비스여부를선택한후
/           를누릅니다.

2.편집할서비스목록을
선택한후 를누릅니다.

3.편집할내용을입력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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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울림방법:

벨, 진동, 램프, 벨과진동, 
진동후벨, 벨점점크게

멜로디종류: 기본멜로디, 클래식멜로디, 3D 멜로디, 
마이벨(최대100개), 라이브벨
(메모리한도내에서저장가능)

1. 벨소리선택을
선택합니다. 

1. 벨/진동선택을
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
벨/진동종류를선택합니다. 

3.선택후 를눌러
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
멜로디종류를선택합니다.

3. 를이용하여벨소리를
선택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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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종류:

1. 착신벨 2. 버튼음
3. 알람음 4. 대화상자음
5. 슬라이드음 6. 전원음
7. 수화음 8. 송화음

효과음종류

버튼음:         숫자버튼을누를때음성및효과음으로그번호를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음, 물방울, 여자음성, 도레미, 애니메이션)

메뉴이동음: 메뉴를이동할때발생하는소리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해제, 핀볼, 방망이)

대화상자음: 대화상자를이용할때발생하는소리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해제, 유리, 딱따구리)

슬라이드음: 슬라이드를열고닫을때발생하는소리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해제, 크리스탈, 팝오케스트라)

전원음: 전원을켜고끌때발생하는소리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해제, 즐거운아침, 사이버)

1. 음량조절을
선택합니다. 

1. 효과음설정을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
효과음종류를선택합니다.

3. 를이용하여원하는음을
선택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조절할
음을선택합니다.

3. 음을선택후 를
이용하여음량을조절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착신벨, 알림음, 대화상자음, 
슬라이드음, 전원음, 수화음은
최소레벨값이볼륨1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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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알림음종류:

통화연결음, 통화종료음, 
1분통화음, 서비스이탈음, 
배터리부족음

부재중알림메뉴:

벨설정 - 알림해제, 2분후 1회울림, 2분마다알림
벨종류 - 초인종, 실로폰, 전화벨, 진동
벨음량 - 음량조절

(최소레벨값은볼륨 1단계입니다.)

1. 시스템알림음설정을
선택합니다. 

1. 부재중전화알림을
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
벨설정, 벨종류, 벨음량을
선택합니다.

3. 를이용하여
결정한후 를눌러
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
조정할음을선택합니다.

3. 음을선택후 를
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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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무비는사용자
지정에서만 배경그림으로
선택할수있습니다.

현재설정된스타일에
체크되어있습니다.

1. 사용자지정을
선택합니다. 

1. 액자스타일을
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배경그림선택, 시계선택를 선택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배경테마선택, 배경그림선택, 시계선택를
편집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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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A스타일을
선택합니다. 

1. 레저스타일을
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배경그림선택, 달력/일정형식선택, 
시계선택을편집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배경그림선택, 레저스타일형식, 
시계선택을편집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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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친구는100개까지다운로드가능합니다.

: 저장된그림을미리볼수있습니다.
찍은사진과그림친구, 캐릭벨에서다운받은그림등이
목록에서자동으로나타납니다.

: 저장된그림을삭제할수있습니다.
찍은사진과그림친구, 캐릭벨에서다운받은그림등이
목록에서자동으로나타납니다.

: 저장된그림을미리볼수있습니다.
찍은사진과그림친구, 캐릭벨에서다운받은그림등이
목록에서자동으로나타납니다.

※그림친구는100개까지다운로드가능합니다.

: 저장된그림을삭제할수있습니다.
찍은사진과그림친구, 캐릭벨에서다운받은그림등이
목록에서자동으로나타납니다.

1. 전화올때를
선택합니다. 

2.그림을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합니다.

1. 전원켤때를
선택합니다. 

2.그림을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합니다.

1. 전원끌때를
선택합니다. 

2.그림을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합니다.

1. 전화걸때를
선택합니다. 

2.그림을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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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된그림을삭제할수있습니다.
찍은사진과그림친구, 캐릭벨에서다운받은그림등이
목록에서자동으로나타납니다.

※그림친구는100개까지다운로드가능합니다.

1. NATE접속화면을
선택합니다. 

1. 대기화면문구를
선택합니다. 2. 그림을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사용자문구표시, 사용자문구, 정렬, 
글자색을편집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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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거진방식을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원하는매거진방식을
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아이콘방식을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원하는아이콘방식을
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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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트설정을선택합니다. 1. 조명설정을선택합니다. 2.특이서체, 고딕체중에선택하여
를눌러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조명시간, 조명밝기, 
슬라이드닫을때를편집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
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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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짱친구서비스란? 

버튼키입력시사전에지정된이미지파일(SIS)과사운드를매핑시켜서표시하는형태의서비스로
12개의키에이미지파일만화, 사진컨텐츠등을제공하여폰화면에번호마다다른이미지와사운드가
표시되는기능입니다.

•이미지재생예

1. 키짱친구설정을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키짱설정, 키짱선택을
조정할수있습니다. 

3. 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
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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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누르시면다시목록으로돌아갑니다.

※접속시데이타통신요금및
컨텐츠이용요금이부과됩니다.

1. 마이벨을선택합니다. 1. 그림친구를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그림친구를선택한후
를눌러미리보실수있습니다.

4. 를눌러NATE그림친구에접속하여
그림을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2.목록에서그림친구를선택한후 를눌러
화면저장/ 삭제및그림정보를보실수있습니다.

2.저장된마이벨을선택한후 를
눌러저장하여기본벨을선택합니다.

3. 를눌러NATE마이벨에접속하여
마이벨컨텐츠를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접속시데이타통신요금및
컨텐츠이용요금이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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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벨제목, 벨소리와캐릭터를변경할수있고발신자전화번호를입력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입력시메뉴키를누르면전화번호찾기기능을이용할수있습니다. 
(5개까지입력가능)

·벨소리는넘버플러스벨➞캐릭벨➞개인벨➞그룹벨➞기본벨의우선순위로
설정된벨이울립니다.

·삭제할캐릭터/벨소리(다운로드벨)를다른지정번호에도캐릭벨이사용중이면, 
기본화면/기본벨소리로재설정됩니다.

■ : 관리모드

※캐릭벨이용의자세한내용은사업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www.nate.com) 

1. 캐릭벨을
선택합니다. 

2.저장된캐릭벨을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3.입력/캐릭터벨소리를차례로
선택한후전화번호를입력하고

를눌러저장합니다.

1. 키짱친구를선택합니다. 2.저장된키짱친구를 이용하여확인후
를눌러설정하거나,       를눌러

삭제여부를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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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yon을선택합니다. 

1. 사진앨범을선택합니다. 

1. 동영상앨범을선택합니다. 2.저장된동영상앨범을확인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저장된사진앨범을확인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다운로드된컨텐츠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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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눌러스크롤바을내려마이무비, 동영상, 키짱등의메모리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Capture화면보기를
선택합니다. 

1. 컨텐츠용량정보를선택합니다. 2. /           를눌러
닫기/ 삭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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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일정이
여러개이면첫번째
등록한일정의내용만
보임

※3시간단위내의내용이여러개이면
가장빠른시간의내용이표시됩니다.

<주별보기> <일별보기>

: 스케줄의주간일정보기를
볼수있습니다.

•주별보기에서한번더선택하면
(일별)하루의일정을볼수있습니다.

•일별보기에서한번더선택하면
다시월별보기(달력)을볼수있습니다.

1. 스케줄러를
선택합니다. 

1.날짜를선택후 를누릅니다. 2.시간을입력한후
를누릅니다.

3.새일정내용을입력한후
를눌러다음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총일정개수는50개입니다.
·내용을입력하지않으면“내용없음”
으로저장됨

4.일정에의한알람이울릴시간대를
설정후 를누릅니다.

2.찾고자하는날짜를
선택한후 를누릅니다.

3. 일정목록에서원하는일정을
선택후 를눌러확인/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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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내용변경시

1. 새일정등록: 새로운일정을작성합니다.

2. 전체일정보기 :전체일정리스트를보여줍니다.

3. 선택일정삭제: 선택된일정을삭제합니다.

4. 모든일정삭제: 모든일정을삭제합니다.

5. 일정벨설정: 일정벨의종류를선택합니다.

: 모닝벨설정 - 모닝콜의벨종류를선택합니다.

울림방법
•해제
•휴일에도울림
•월~토요일만울림
•월~금요일만울림

반복횟수
•없음(1회)  
•2회
•3회
•4회
•5회

시간간격
•5분
•10분
•15분

1. 수정할일정을선택후 를누릅니다.

2. 내용수정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 모닝콜을
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알람
시간대선택후 를눌러
다음항목으로이동합니다.

3.시간을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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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방법
•해제
•휴일에도울림
•월~토요일만울림
•월~금요일만울림

[등록된알람이없을경우]

10분후알람을
선택합니다. 

20분후알람을
선택합니다. 

30분후알람을
선택합니다. 

[등록된알람이있는경우]

1. 새알람등록: 새로운알람을작성합니다.

2. 선택알람삭제: 선택된알람을삭제합니다.

3. 모든알람삭제: 알람전체를삭제합니다.

4. 알람벨설정: 알람의벨종류를선택합니다.

1. 매일알람을
선택합니다. 

1. 시간지정
알람을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알람시간대
선택후 를눌러다음
항목으로이동합니다. 

3.시간을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날짜를입력한후 를
누릅니다.

3.시간을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20 121

[등록된메모가있는경우]

1. 새메모등록: 새로운메모를작성합니다.

2. 선택메모삭제: 선택된메모를삭제합니다.

3. 모든메모삭제: 메모전체를삭제합니다.

도시별로서머타임이
적용된시간에는
아이콘이표시되고, 
적용된시간으로
표시됩니다.

1. 메모를선택합니다. 1. 세계시간을
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원하는나라의시간을확인합니다.2.메모를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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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1981~2020
•현재날짜이전의D-Day는

D+1로
•현재날짜이후의D-Day는

D-1로대기화면에
표시됩니다.

•D-Day는20개까지
저장가능

1. D-Day설정을선택합니다.

2. 제목, 날짜(년/월/일), 대기화면표시를설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 D-Day목록에서 를눌러
D-Day 추가를선택합니다. 

1. D-Day목록에서
를눌러

D-Day 보기를
실행합니다. 

1. D-Day목록에서 를눌러
D-Day 삭제를선택합니다. 

•선택항목삭제 : 선택된D-Day만삭제
•전체삭제 : 모든D-Day 삭제

•D-Day추가 : 기존D-Day등록과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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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화폐의단위를 로
선택한후금액을입력합니다.

얻고자하는화폐의단위를 로
선택합니다.

1. 환율을선택합니다. 2. 값을입력하면자동으로환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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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단위를 로
선택한후값을입력합니다.

얻고자하는값의단위를 로
선택합니다.

자동응답: 해제, 설정

응답모드: 사용자, 일반, 회의중, 수업중, 운전중, 운동중

응답벨조건: 즉시, 진동 1회, 벨5초, 벨10초

1. 필요한단위환산을선택합니다. 2. 값을입력하면자동으로단위환산됩니다.
1. 자동응답설정을

선택합니다.

3.원하는항목에서 를이용하여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 를이용하여자동응답, 응답모드, 
응답벨조건을설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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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누르면 1.재생
2. 삭제
3. 전체삭제

1. 자동응답수신함을
선택합니다.

1. 인사말녹음/재생을선택합니다. 2. 를눌러녹음/저장을합니다.2. 상대방이녹음한메시지목록을선택하여
를눌러재생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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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1. 언어설정을선택합니다. 1. 잠금설정을선택합니다. 2. 잠금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2.사용언어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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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비밀번호1. 비밀번호변경을
선택합니다.

1. 자동지역번호를선택합니다. 2.지역번호를선택한후 를누릅니다.2. 변경할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변경할비밀번호를
다시한번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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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를걸때먼저 를길게누르고
국제전화번호입력을선택하면설정해놓은
국제전화번호가자동으로입력됩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1. 국제전화번호를선택합니다. 1. 전화받기방법을
선택합니다.

2.수신할수있는방법을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사업자번호를선택한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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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사용제한을
선택합니다.

700서비스제한

NATE 제한

비밀번호 사용제한을
선택합니다.

국제전화제한

1. 700서비스제한을선택합니다.

2. 설정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국제전화제한을선택합니다.

2. 설정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NATE 제한을선택합니다.

2. 설정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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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사용제한을
선택합니다.

MONETA제한

MOD제한

비밀번호

1.MONETA 제한을선택합니다.

2. 설정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MOD제한을선택합니다.

2. 설정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 DATA중수신설정을
선택합니다.

2.DATA 통신중음성착신상태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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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초기URL주소를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오작동의위험이있으므로
임의로변경하지마십시오.

프락시주소록을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오작동의위험이있으므로
임의로변경하지마십시오.

1. 브라우저설정을
선택합니다.

1. 데이터통신설정을
선택합니다.

2.수신모드, 통신속도, 통신포트를설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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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버전을선택합니다.

1. 단말기일련번호를선택합니다.

1. 사용자정의키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정의키(        )로
바로들어갈수있는메뉴를
선택합니다.

3.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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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용량정보를선택합니다.

• 를눌러스크롤바를내려마이무비, 동영상, 키짱등의메모리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설정값초기화를선택합니다. 2. 기능초기화여부를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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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X 랠리

샤크피싱

3축센서사용시운전조작법

게임화면이똑바로보이는상태(지면과평행한상태)에서
단말기를몸쪽으로 45。기울인상태(게임화면을편하게볼수있는상태)가기준점이됩니다. 
기준점에서는속도가증감하지않으며기준점에서단말기를지면과평행하게하면속도가증가하며
반대로기준점에서몸쪽으로지면과 90。틀어진상태가되면속도가감소합니다. 
속도를일정하게유지하려면단말기를기준점에맞춘후좌/우방향조정을해주세요.

3축센서사용시낚시조작법

밑밥을던지고물고기가밑밥을물면화면우측에장력게이지가나타납니다. 
센서사용시좌/우텐션이아주민감하므로장력게이지를보면서장력이붉은색쪽으로가면
물고기의진행방향으로단말기를기울여서장력을적정수준(중간위치)으로조절해주어야합니다.
이때장력이너무낮은수준으로내려가면미끼가빠지므로장력이낮을때는
물고기진행방향의반대방향으로단말기를기울여주세요.  
기울임의정도는단말기가지면과평행한상태에서상하/좌우로 25。이상기울여주어야합니다.

1. /       로게임중볼륨을조절할수있습니다.

사운드설정

1. 3축센서를이용하여게임진행시센서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게임사운드를 1단계로제한합니다.

2. 3축센서이용시에는볼륨조절을최대 1단계까지로제한합니다. 

3. 사운드가재생되거나진동이발생하는상태에서는게임시약간의오차가발생할수있습니다.

1. 휴대폰슬라이드를올린상태에서진동이없는수평한바닥에휴대폰을놓아주세요.

2. 를누르면바로보정이시작됩니다.

3. 가속도, 기울기보정이끝났다는메시지가있을때까지휴대폰을수평한상태로유지해주세요.

※보정시주의사항 : 게임센서보정이잘못되었을경우 3축센서를이용한어플리케이션 (러닝메이트, 나침반, 3축센서게임)의
기능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보정안내에따라주의해서정확한보정을해주시고보정이잘못되었을경우
다시보정을해주시면됩니다.

3축센서사용방법 게임센서보정

사운드조절(공통)

사운드관련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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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Join Race : 게임을처음부터시작하게됩니다. 첫라운드를알려주는Text가나온뒤레이스가시작됩니다.
Text는레이스화면위에떴다가사라지게됩니다.

2. Exhibition : 임의의트랙을선택해서연습할수있습니다. 단, 선택할수있는트랙은한번이라도완주했던트랙들만
할수있습니다. 또한트랙선택후차를선택할때에서그코스를완주했던차만선택이가능합니다.

3. Option : 환경설정을할수있는곳으로사운드/진동/백라이트On/Off를설정할수있습니다.
4. How to : 게임플레이방법을설명하는곳으로 Key에대한설명이들어가있습니다.
5. Exit : 게임을종료합니다.

키조작설명 일반키

: 액셀 : 브레이크
: 좌/우이동과코너링
누르는상태로있는경우와눌렀다떼는경우모두처리를합니다.
누르는상태에서는기울어진상태를유지하고있고뗄때중립자세로돌아옵니다.

: 메뉴불러오기

3축센서

폰상/하기울이기 : 액셀/브레이크
폰좌/우기울이기 : 좌/우이동과코너링

1.월드X 랠리를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게임을시작합니다.

휴대폰을키조작설명의그림과같이회전시킨상태에서
지면이나책상과평행한상태가되면속력이증가합니다. 
반대로지면과직각인상태가되면속력이감소합니다. 
지면과평행한각도와직각인각도의중간값45。정도를유지하면속력의증감이없습니다.

※센서를이용하여게임진행시게임조작상오차가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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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키

: 포인트이동

: 낚시던지기

: 좌/우/아래텐션

3축센서

포인트이동 : 휴대폰을위, 아래, 좌, 우로기울입니다.
낚시던지기 : 휴대폰을아래, 위로기울입니다.
좌/우/아래텐션 : 휴대폰을좌, 우, 아래로기울입니다.

텐션조정법

휴대폰을물고기의진행방향으로기울이면텐션이감소하며
반대방향으로기울이면텐션이증가합니다.
게임진행시텐션을덴션바의중앙위치에오도록조정해주세요.

키조작설명 1. 포인트이동 ①보트를운전해서장소를이동합니다.
②왼쪽상단의어군탐지기레이더를참고해서포인트를결정합니다.

2. 낚시 ①장소이동이끝나면낚시를던집니다. 채비박스를선택하여미끼와릴을변경할수있습니다.
②기다리는동안 를선택하면미끼주위해저광경을볼수있습니다.
③물고기가걸리면‘HIT’메시지와함께진동이옵니다.
④물고기체력게이지가 0이될때까지상단의텐션게이지가최대한텐션바의중앙에위치하도록조정해주세요.
⑤텐션이안전포인트에위치해있을때채질(낚시대당기고감기)을하면물고기의체력을소모시켜낚을수있습니다.
⑥텐션이위험할때너무당기면낚시줄이끊어지고, 느슨하면미끼를떼이게됩니다.
⑦낚시진행중물고기가좌/우화면밖으로벗어나면줄이끊어지게되므로물고기가화면밖으로나가기전에

물고기의반대방향으로휴대폰을기울여주세요.
⑧낚은물고기를확인하여쿨러에저장하거나놓아줍니다.
⑨저장할수있는물고기는제한 (10마리)되어있습니다.
⑩쿨러에물고기 10마리가저장된상태에서물고기를잡으면가장처음잡힌물고기가자동으로없어지게됩니다. 

10마리가저장된상태에서는낚시를하기전미리쿨러를비워주세요.
⑪밑밥을던진후물고기를기다릴때 또는 를눌러낚시줄을끊고장소를이동할수있습니다.

3. 큐포인트 ①아이템구입, 장비업그레이드에필요한포인트로써낚시를하여획득합니다.
②잡은물고기의등급에따라차등획득합니다.
③채질연속성공시보너스큐포인트추가획득합니다.

4. 상점 ①큐포인트로아이템, 릴장비를업그레이드합니다.

게임방법1.샤크피싱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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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폰의데이터이동]

※케이블이연결되지않은상태에서
를누르면화면이정지되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다시정상적으로
데이터를인식하기위해 를
눌러재부팅합니다.

1. SD이동식디스크를
선택합니다.

2.USB케이블을이용하여
휴대폰과PC를연결합니다.

3.데이터이동을마치고
를누르면자동으로

폰재부팅이됩니다.1. 어군밀집도 ①어군탐지기의어군밀집도가높을수록좋은(상어류큰물고기) 물고기를낚을수있는기회가많습니다.
②밀집도는 5단계(없음<녹색<노란색<보라색<빨간색)로구분됩니다.

2. 어종과미끼 ①상어어종 : 백상어, 귀상어, 환도상어
②기타어종 : 새치, 황참치, permit
③미끼선택에따라걸릴물고기의확률이달라집니다.
④미끼종류 : 고등어, 새우, 오징어, 튜나루어

3. 아이템 ①각아이템은 5개이상구입할수없습니다.

4. 릴 ①태풍의이름을차용한릴을구입하면교체됩니다.
②정보데이터는표의이동, 파워퍼센트를보여주고게이지구간은표의텐션설정에따릅니다.

게임정보

이름 성명 가격

바로밑밥 바로미끼를문다 300P

상어밑밥 상어유인 700P

-P(파워) 물고기힘약화 1000P

황금대어 품질이좋은물고기유인 1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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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안내
명함주소록서비스는사진이포함된내명함을만들어상대방에게전송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받은명함의정보는단말기에저장되므로별도의입력과정없이상대방정보를휴대폰에담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자세한이용안내는Web(www.nate.com)의주소록또는포토서비스에서보다다양한기능과상세한이용사항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정보이용료안내
정보이용료는명함제작, 명함발송, 문자메시지전송, 기념일알리미수신요금으로구분되며각각의금액은
아래와같습니다.
명함제작 : 300원/건, 명함발송 : 200원/건, 문자메시지전송 : 30원/건, 기념일알리미수신 : 50원/건
※통화료별도

서비스관련문의
서비스관련문의는아래의e-mail로문의하시면서비스관련하여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ncbadmin@m-pa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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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포토명함을작성/저장/전송할수있습니다.
명함전송시자신이현재까지명함을보냈던사람들에게다시명함전송이가능합니다.

[ 나의명함이있는경우 ]

•나의명함이없을경우는
포토명함을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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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에접속하여마음에드는포토명함을다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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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알리미서비스는받은명함에기록된친구, 동료의생일과결혼기념일을휴대폰으로
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해당기념일하루전선택한알림시간에휴대폰을통해서알림메시지가전달되므로
기념일을놓치지않고챙기실수있습니다.
기념일알리미서비스의가입해지는SK텔레콤고객센터 (11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동기화실행: 폰주소록과NATE 웹주소록중최신정보로동기화합니다.

2. 미리보기: 폰주소록과NATE 웹주소록중동기화할최신정보가있는지를보여줍니다.

3. NATE로올리기/내려받기: 폰의모든주소록을NATE 웹주소록에올리거나, 
NATE 웹의모든주소록을받아옵니다.

4. ID/비밀번호설정: NATE ID와비밀번호를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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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주소록관리는서버에보관된명함을내려받아단말기에서편리하게
관리할수있는기능을제공합니다.

NATE**114서비스를주소록메뉴에서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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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하는
이름의첫글자만
입력해도해당
이름(성)이포함된
모든이름이
표시됩니다.

1. 메시지보내기: 해당번호로메시지를보냅니다.
2. 삭제: 해당번호를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번호전체를삭제합니다.
4. 편집: 편집수정모드로들어갑니다.

1. 메시지보내기: 해당번호로메시지를보냅니다.
2. 삭제: 해당번호를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번호전체를삭제합니다.
4. 편집: 편집수정모드로들어갑니다.

•해당그룹에
포함된이름이
모두표시됩니다.

1.이름으로찾기를
선택합니다.

2.이름또는첫글자를
입력한후 를누릅니다.

3.원하는이름을찾은후
를누릅니다.

1.그룹으로찾기를
선택합니다.

2.원하는그룹을선택한후
를누릅니다.

3.원하는이름을찾은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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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지보내기: 해당번호로메시지를보냅니다.
2. 삭제: 해당번호를삭제합니다. 
3. 전체삭제: 번호전체를삭제합니다.
4. 편집: 편집수정모드로들어갑니다.

•사진으로찾기모드
큰사진찾기 / 작은사진찾기 / 리스트찾기

1.번호로찾기를
선택합니다.

1.사진으로찾기를선택합니다. 2.사진을선택한후 를누릅니다.2.찾을번호를입력한후
를누릅니다.

3.원하는이름을찾은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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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에저장된데이터는사용자의부주의등의여러가지원인으로손상될수있고, 
휴대폰을수리할경우데이터가완전히지워질수있으니중요한데이터는별도로보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유실로인한피해는휴대폰제조업체가책임지지않습니다. (큐리텔PC Sync 사용)

•전화번호종류 : 휴대폰, 집, 직장, 기타

•문자입력방법은P. 30 참조
•수정하려면 눌러삭제
•한글 12자(영문, 25자)까지

입력가능

•기본그룹 : 그룹미지정, 가족, 친구,
학교, 직장

•개인벨소리를설정하면
해당전화번호로부터전화가오면
설정한벨이울립니다. 
(이기능은발신자정보표시서비스에
가입되어있을때만가능합니다.)

누르면
1. 사진촬영 2. 앨범에서선택
3. 마이무비촬영 4. 무비앨범에서선택
5. 사진해제

1.이름을입력한후
를눌러다음항목으로

이동합니다.

3. 를이용하여전화번호종류를
선택한후그해당번호를입력합니다.

4.그룹을지정한후 를
눌러다음항목으로
이동합니다.

9.사진을선택합니다.5.이메일을입력합니다.

6.URL을입력합니다.

7. FAX 번호를입력합니다.

8.개인벨소리를선택합니다.

10.생일를입력합니다.

11.메모을입력합니다.

12. 를눌러저장합니다.

2.전화번호를입력한후
를눌러다음항목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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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설정:
설정안함, 빨강색, 주황색, 연두색

※기본그룹은그룹미지정, 가족, 친구, 학교, 직장
그룹은최대 15개까지설정가능합니다.

※벨소리선택시 를누르면전체목록을보면서벨소리를
선택할수있습니다.

1.원하는그룹을선택한후 를누릅니다. 1.
단축번호관리를선택합니다.

2.입력가능한단축번호를
선택후 를누릅니다.

3.전화번호찾기를이용하여
단축번호를선택합니다.

2.벨종류를선택한후 를누르고
램프설정을선택한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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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수신
: 수신거부
: 통화중부재수신
: 통화중부재수신미확인

: 부재수신미확인
: 수신거부미확인

: 수신
: 통화중수신
: 발신
: 통화중발신

: 부재수신
: 수신거부
: 통화중부재수신
: 통화중부재수신미확인

: 부재수신미확인
: 수신거부미확인

: 수신
: 통화중수신

■부재수신이나수신거부통화가발생하면
1. 부재수신목록에부재수신또는

수신거부미확인목록이생성됩니다.
2. 이때미확인목록선택후 로확인하면, 

아이콘의미확인표시(빨간색체크표시)가
사라집니다.

■최근받았던번호와부재중에걸려온
번호표시는발신자정보표시서비스를신청
하여사용중이거나저장된전화번호로전화가
온경우에만번호가화면에표시됩니다.

■통화기록, 전화번호찾기에서목록을볼때
/     를사용하여페이지단위로목록을

이동시킬수있습니다.

: NATE/DATA 수신거부
: NATE/DATA 수신거부미확인
: NATE/DATA 부재수신
: NATE/DATA 부재수신미확인

1. 총통화목록을선택합니다. (90개) 1. 부재중전화를
선택합니다. (30개)

1. 수신전화를
선택합니다.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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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통화중발신

누르면

1. 저장 2. 삭제 3. 전체삭제
4. 수신차단 5. 메시지

누르면

1. 저장 2. 삭제 3. 전체삭제
4. 수신차단 5. 메시지

1. 발신전화를선택합니다. (30개) 1. 통화중메모를선택합니다.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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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통화시간을선택합니다. 1.
총통화시간을선택합니다.

1.
발신통화시간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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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지발신건수를선택합니다.

1.
수신거부등록을선택합니다.

2.전화번호를입력한후 를누릅니다.

1.
데이터통신시간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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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용량정보를선택합니다. 1. 자기전화번호를선택합니다. 2.번호확인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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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1. 이미지사이즈 : 176×160 / 320×240 /

640×480 / 1152×872 (1M)  
2. 플래쉬 : 사용함 / 사용안함
3. Contrast : 7단계
4. 조도 : 낮촬영/ 밤촬영
5. 저장위치 : 폰메모리 / SD 카드
6. 이미지품질 : 최고 / 보통 / 좋음
7. 액자꾸미기 : 10개제공
8. 연속촬영 : 1회/ 9회
9. 자동저장 : 사용함 / 사용안함
10. 이미지효과 : 사용안함 / 엠보스 / 흑백 /

네거티브 / 유화 / 세피아

■ 누르면앨범보기로바로이동합니다.

•촬영된사진을사진앨범에저장되며여기서사진을설정하게되면
화면설정에서내부화면으로설정이가능합니다.

•카메라촬영시조리개열고닫히는소리는정상적인
카메라동작음입니다.

•사진을찍을때는찍고자하는대상이정지해있는것이좋습니다. 
카메라센서가노출을자동으로조절하는데시간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어두운곳이나흐린날씨등의환경에서잘찍히지않으니맑은날이나밝은곳에서촬영해주세요. 
•Flash 촬영특성 : 카메라특성상주변밝기(어두운장소) 및피사체와의이격거리에따라사진촬영이명확하지

않을수있습니다. (사람이나동물의눈앞에서촬영시시력장애의원인이될수있으니주의하세요)
•사진촬영시촬영환경에따라저장되는갯수및저장시간이달라질수있습니다.
•메모리에남아있는저장공간이저장할용량보다적을경우더이상촬영할수없습니다.
•카메라는충격에약하므로떨어뜨리지않도록주의하고가끔부드러운천으로카메라렌즈를닦아주세요.
•카메라사용시휴대폰의배터리소모가많습니다. (특히 Flash를자주사용하시면배터리소모량이더욱많아집니다)
•저장된사진은사진앨범메뉴에서배경화면으로설정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줌기능은 640×480, 1M 모드에서는줌이작동하지않습니다.
•액자꾸미기는 176×160 size에서만가능합니다.
•카메라를옆으로돌려서찍고찍은사진을사진앨범에서 90。회전해서저장후화면설정을하시면전체이미지로보실수있습니다. 

사진을찍을때

1. 사진촬영을선택합니다. 2.원하는화면을만든후 를눌러촬영합니다.

3.찍은사진이마음에들면 를눌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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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기능

※촬영중에는변환이안되므로촬영전에설정을하십시오.
•Phone 저장시기본앨범에저장됩니다.

•휴대폰과SD 카드모두메모리저장공간이 3Mbyte 이하인경우동영상촬영을할수없습니다. 
•동영상촬영시촬영시간은촬영대상과남아있는메모리용량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촬영한동영상에따라화면끊김현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음성미디어저장방식은EVRC방식입니다.

동영상찍을때

■ 누르면

1. 플래쉬 : 사용함 / 사용안함

2. Contrast : 7단계

3. 저장위치 : 폰메모리 / SD 카드

4. 무비품질 : 최고 / 보통 / 좋음

5. 음성 : 미포함 / 포함

6. 자동저장 : 사용함 / 사용안함

•촬영한코드가정상인경우
NATE의상용사이트로
자동접속합니다.

※NATE Code 기능의
자세한내용은
사업자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ate.com)

촬영한코드가비정상인경우

■타서비스사업자
코드인경우

■유효기간이
지난코드인경우

1. 동영상촬영을선택합니다. 1. NATE Code를선택합니다. 2.NATE Code를촬영합니다.2.원하는화면을만든후 를눌러촬영합니다.

3. 를다시눌러동영상촬영을종료합니다.



188 189

※포토온기능의자세한내용은사업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포토온메인화면

NATE상의개인포토보관공간에사용자포토데이터를올리고
폰으로다운로드받아보여주는기능을제공합니다.

마이앨범

이용자갤러리

포토갤러리

NATE 포토의이용자갤러리에대응하는메뉴로
자유포토게시판의형식입니다.

NATE 포토의포토갤러리에대응하는메뉴로
연예인사진등의컨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사진또는이미지데이터의서비스입니다.

1. 포토온을선택합니다.

2.포토온서비스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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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법사

NATE포토접속

‘조이포토’또는‘포토데코’를누르면, 포토온에서는
서버를통해포토컨텐츠제공업체가제공하는컨텐츠
리스트를받아와서페이지를구성합니다. 
각컨텐츠메뉴는WAP URL 을가지고있어컨텐츠
선택시포토온이종료되며브라우저가구동됩니다.

NATE 브라우저를통해NATE의포토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사진인화신청을선택합니다.

2.NATE Photo로연결됩니다.

3.연결되면인화신청서에수신자, 배송주소, 인화할사진제목을쓰거나선택하여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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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앨범 / SD 카드의이름은삭제 / 이름변경이불가합니다. 
※작은사진이나사진리스트를보고있는상태에서 키를누르면앨범선택으로바로이동할수있습니다.

1. 화면설정 2. 사진편집
3. 회전하기 4. 다른앨범이동
5. 파일삭제 6. 사진이름변경
7. 사진전체체크 8. 사진정보보기
9. 마이앨범전송 10. 컬러메일보내기

■ 누르면
파일메뉴가나옵니다.

1. 앨범이름변경 2. 새앨범추가
3. 앨범전체삭제 4. 리스트로보기
5. SD 카드보기 6. 앨범잠금
7. 앨범잠금해제

■ 누르면
앨범메뉴가나옵니다.

1. 체크파일이동 2. 체크파일삭제
3. 슬라이드보기 4. 체크모두해제

■ 누르면
체크파일메뉴가나옵니다.

를눌러원하는사진만체크하여
다른앨범으로이동, 삭제할수있습니다.

1. 화면설정 2. 사진편집
3. 회전하기 4. 다른앨범이동
5. 파일삭제 6. 사진이름변경
7. 사진전체체크 8. 사진정보보기
9. 마이앨범전송 10. 컬러메일보내기

■ 누르면
파일메뉴가나옵니다.

1. 사진앨범에서원하는화면을선택후 를눌러사진이미지를관리합니다. 1.편집할사진을선택하여 를눌러사진편집을선택합니다.

2.편집상태에서 를누르면사진편집메뉴가나타납니다.

3.편집메뉴(1. 액자꾸미기/ 2. 주석달기/ 3. 색상바꾸기/ 4. 화면설정) 중
원하는메뉴를선택하여사진을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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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누르면선택된앨범내동영상파일들을
보여줍니다.

■폰메모리에서SD 카드로파일이동시영문대문자
파일명은영문소문자파일명으로변환됩니다.

■사진앨범과동영상앨범의다른앨범이동메뉴에서
폰메모리와외장메모리간의파일이동은복사기능으로
수행됩니다.

■동영상파일 List에서 를누르면

1. 삭제 2. 전체삭제 3. 동영상이름변경
4. 다른앨범으로이동 (외장메모리경우
‘폰메모리로이동’)        5. 정보보기

•촬영한사진을PC나PDA 등의저장매체에전송할경우촬영이미지의영역과크기가다를수있습니다.
•휴대폰의사진 / 동영상은별도로보관하세요. (큐리텔PC Sync 사용)
•휴대폰의사진 / 동영상은사용자의부주의등의여러가지원인으로손상될수있고, 휴대폰을수리할경우데이터가

완전히지워질수있으니중요한데이터는별도로보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유실로인한피해는휴대폰제조업체가책임지지않습니다.
•휴대폰으로촬영한동영상은SD 카드로이동하거나PC Sync, 큐리텔전용Player를통해재생가능합니다.

단, 음성이포함된경우EVRC를지원하는플레이어를사용해야합니다. 

■ : 재생/ 멈춤

■ : Volume Up

■ : Volume Down

■ : 이전동영상재생

■ : 다음동영상재생

■ : 1회재생/ 반복재생

1. 동영상앨범을선택합니다. 2.원하는앨범을선택한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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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촬영시간 : 약20초
•마이무비는한번에최대약20초까지촬영할수있습니다.

20초씩마이무비를촬영하면약20개의마이무비를촬영할수있습니다. 
•마이무비촬영은사용가능한메모리가 5Mbyte 이하인경우는촬영을할수없습니다.

1. 마이무비촬영을선택합니다. 1. 마이무비앨범을선택합니다.

2. 를누르면삭제/ 전체삭제를할수있습니다.

3. 를누르면촬영된마이무비를볼수있습니다.

4. 를누르면삭제/ 이름변경을할수있습니다.

2.촬영할때 를눌러촬영하고저장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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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크기 : VGA(680×480), 1MEGA, QCIF(176×144), QVGA(320×240)

2. 자동저장 : 사용안함, 사용함

3. 촬영효과음 : 찰칵, 건, 버블, 펑

4. 줌효과음 : 효과음1, 효과음2, 효과음3, 사용안함

5. 저장위치 : 폰메모리, SD 카드

1. 카메라설정을선택합니다. 2.각항목을설정한후 를눌러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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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lon.com에서 "멜론플레이어DOWNLOAD"를선택하여멜론플레이어를다운로드합니다.

MelOn Player 다운로드방법

(www.curitel.com/html/product/download/)에접속하여해당휴대폰모델의USB Driver를다운받으시면됩니다.

PH-S6500 USB 드라이버 다운로드 방법

1. PH-S6500와PC의USB Port를케이블을통해연결합니다.
2.MelOn Player 프로그램을실행시켜로그인한후, 컴퓨터와PH-S6500의연결상태를확인합니다. 
연결된후PH-S6500에는“MP3 음악서비스와연결중No Service 상태이며연결종료후재시동됨" 이라는메세지가디스플레이됩니다. 
(주의: 로그인시 http://www.melon.com에등록된 ID와PW와폰번호가일치해야만사용할수있습니다.) 
연결이되지않고 "휴대폰연결실패" 메시지박스가보이고PH-S6500가재시동이되면 "http://www.melon.com -> 고객센터"에서
해당 ID에등록된폰번호를확인해주세요.

3.연결이완료된후에MP3 다운받기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1) 유료MP3 다운받기 - MelOn Player 프로그램메뉴상의 "MelOn Online"에서곡을선택하거나검색을통하여곡을선택하여

다운받습니다.
2) 무료MP3 다운받기 - MelOn Player 프로그램메뉴상의 "도구➞DCF 컨버팅" 을선택하여원하시는MP3파일을

선택한후DCF파일로변환하여다운받습니다.
두가지경우다폰내부메모리와외장메모리(Mini SD Card)에다운가능합니다.

4.다운로드완료후MelOn Player를종료하시거나USB Port의연결을해제하시면PH-S6500은재시동됩니다.
"http://www.melon.com ➞고객센터"를이용하여더자세한설명을참조해주세요.

MelOn Player 설치/로그인후 사용방법

MelOn Player 사용시주의사항

•SD 카드내의곡재생/관리중카드를꺼내지마세요.
•MelOn Player로파일다운로드중폰과케이블의연결을유지해주세요.
•MelOn Player 사용중엔휴대폰메뉴기능들을사용할수없습니다.
•MelOn Player 와연결중인상태에선전화및SMS의발신/수신이되지않습니다.
•MelOn Player 와연결해제시휴대폰이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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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홈접속

마이앨범

Music홈으로접속되어MOD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MP3컨텐츠와MOD컨텐츠가
저장되어있습니다.
MP3컨텐츠는 MelOn Player로
다운을받습니다.
마이앨범을선택하면최근재생곡, 전곡보기, 
앨범별보기로구성되어져있습니다.

라이브벨

환경설정

다운로드된라이브벨을관리합니다.
기본벨소리로설정및삭제할수있습니다.

기본재생옵션, Player스킨설정, 
남은메모리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기본재생옵션설정
2. Player 스킨설정
3. 재생중폴더닫기설정
4. 효과음설정
5. 미리듣기설정
6. 메모리정보
7. 외장메모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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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닝미터를선택합니다. 1. 내정보입력하기를선택합니다.

2.키, 몸무게, 나이의정보를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2.총운동할시간을설정한후 를누릅니다.

1. 통계보기를선택합니다.

2.총도보수, 이동거리, 칼로리, 
총운동시간을확인합니다.

•사용자의걷기, 뛰기의진동크기로감지할수있으며걷기외의다른
진동이있을경우실제걸음수와약간의차이가날수있습니다.

•러닝메이트는암밴드혹은허리홀더에단말기를부착한상태에서
정확하게측정이가능합니다.

•암밴드나허리홀더를사용시가능한흔들리지않도록고정시켜야합니다.
•거리/속도/칼로리소모량은평지를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키패드조작이나착용위치에따라오차가발생할수있습니다.
•거리와속도는사용자의신체조건과운동방식에따라오차가발생할수
있습니다.

•주머니에넣고사용할경우에는오차를나타낼수있으며, 바지주머니에
넣고사용할경우앞주머니보다뒷주머니가더정확히감지할수
있습니다.

•자성을가진휴대폰케이스를사용할경우이상동작을할수있습니다.
•러닝메이트는대기화면상태를기본으로동작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단, 러닝미터동작화면과이어폰을이용한MOD청취시에도사용가능
합니다)

•소리가포함된배경화면을사용할경우러닝메이트가동작하지않습니다.
•슬라이드를열거나닫은후에는4~5초간러닝메이트가동작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넣거나꺼내면서오차가다소발생할수있습니다.

러닝메이트사용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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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을선택하면바로방위측정을시작합니다. 
(나침반에는고정식나침반과이동식나침반이있습니다)

•최초보정이후보정시기는측정환경이변경됐을때, 배터리를교체했을때, 
측정값에오차가증가했을때마다보정을실행주시면됩니다.

1.나침반을선택합니다.
1. 이동식으로전환 : 자침이나침반스킨상부의중앙점이가르키는곳의방위를표시하는

방식이며지도와함께사용하면유용합니다. 
고정식으로전환 : 자침의붉은색부분이항상자북(지구자기장에의한지구북쪽)을가르키는

방식입니다.
(메뉴리스트에는현재설정되어있는방식과다른방식이표시됩니다.)

2. 스킨설정 : 나침반의스킨을설정할수있습니다.
3. 나침반보정 : 나침반을처음사용하거나배터리교체또는특정장소가바뀔때보다

정확한방위측정을위해‘나침반보정’을실행합니다.
4. 도움말 : 나침반사용방법을알려줍니다.

■ 누르면나침반메뉴가나옵니다.

•회전하는속도는 1회전 2초이상, 3회이상을권장합니다.
•측정환경이변화되었거나배터리교체시측정을시작하기전보정하시면보다
정확한방위측정이가능합니다.

•나침반보정의상태에따라나침반정확도는차이가날수있습니다. 
(금속이나자성체주변을피해주시기바랍니다)

•나침반보정시단말기회전속도를느리게하면보정의정확도가향상됩니다.

나침반보정시유의사항

나침반사용시주의사항

•나침반을사용할때는건물내부, 금속제품, 라디오, TV, 고압선, 
암반(자기를포함하는것들), 자성재료를포함하는악세서리, 
전차, 버스, 자동차근처등, 자기장이발생되는곳이나급격한
온도변화를일으키는환경에서사용할경우오차가발생할수
있습니다.

•나침반은슬라이드를닫은상태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나침반의측정은폰을지면과수평으로유지시켜사용할때
정확한측정을할수있습니다.

•나침반사용시전화수신이나문자메세지수신, 알람이울릴경우
측정이종료됩니다.

•나침반보정을잘못했을경우러닝메이트, 나침반, 3축센서
게임의오동작을일으킬수있으므로보정안내에따라정확한
보정을해주세요.

•보정이잘못됐을경우보정을다시실행해주세요.

2.나침반을처음실행하실때 를
누르시고“나침반보정”메뉴를선택하여
보정안내에따라정확한보정을해주세요.



• 를이용하여현재고도를입력하여
기준기압(해수면기압)을보정하거나
직접기준기압(해수면기압)을입력하여
보정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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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도계를선택합니다.

1. 현재고도설정: 현재의고도가틀릴경우사용자가자신이위치한현재의고도를
입력하여보정할수있습니다. (P. 208 알아두기참조)
이때기준대기압 (해수면 0m)은자동으로설정되며
이후, 사용자의고도변화를관찰할수있습니다.

2. 기준기압설정: 사용자가위치한지역의기준대기압 (해수면 0m)을입력하여
현재의고도를보정할수있습니다. (P. 208 알아두기참조)

3. 도움말 : 고도계사용방법을알려줍니다.
※초기값은국제표준기압(1,013.3hPa)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1기압 = 1,013hPa = 1,013mbar = 760mmHg

■ 누르면기준설정메뉴가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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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톱워치를선택합니다. 2. 를눌러스톱워치를실행/중지합니다. 1.플래시부가기능을
선택합니다.

2. 통화중램프기능및렌턴기능의설정여부를
선택한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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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방법종류:

1. 저장안함
2. 전송후저장

전송종류:  1. 보통
2. 빠른
3. 긴급

•전송에성공하면전송후저장이설정되어
있을경우발신보관함에최대 50개가저장되고,
전송에실패하면임시보관함에최대 50개의
내용이저장됩니다.

1. 문자메시지작성을선택합니다. 2.메시지내용을입력한후 를누릅니다. 5.발신번호변경을원할경우변경내용을
입력후 를누릅니다.

3.전송방법을선택후 를누릅니다. 4.전송종류를선택후 를누릅니다.

7. 를누르면메시지를전송합니다.

6.수신번호를입력후 를누르고다른수신번호를입력합니다.
•수신번호입력시최대20명까지동시전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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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설정시화면] [편지지설정시화면] [꼬리말설정시화면]

1. 인트로: 메시지수신시처음에보여지는이미지(3개까지저장) 

2. 편지지: 메시지작성시보여지는바탕화면에이미지(10개까지저장)

3. 꼬리말: 메일작성에서문장입력후, 가장마지막에들어가는글

1. 나만의컬러를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1. 인트로/ 2. 편지지/ 3. 꼬리말을
선택합니다.

3.메뉴의검색/ 다운로드를통해인트로와편지지를
다운받을수있습니다. 현재기본인트로1장및
편지지2장이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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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자색/바탕색 : 글자색/바탕색에사용되는색깔을변경합니다. 
다시문자입력창으로돌아올때, 가장마지막에변경된
색깔이보이게됩니다.

2. 이모티콘 : 이모티콘을입력합니다.
3. 편지지 : (나만의컬러 - 편지지)함에있는편지지를선택, 적용합니다.
4. 상용어구 : (환경설정 - 상용구)에입력되어있는상용구를사용합니다.
5. 문장불러오기 : 기존에작성하여저장되어있는문장을불러와사용합니다.
6. 미리보기 : 현재작성된메일을재생하여보여줍니다.

1. 사진앨범 : 이미지 3장까지선택가능하고카메라촬영, 상용컨텐츠다운로드가가능합니다.
2. 동영상앨범 : 하나의컨텐츠를선택할수있습니다.
3. 배경음악앨범 : 하나의컨텐츠를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음성과동시에선택될수없습니다. 

상용컨텐츠다운로드가가능합니다.
4. 음성앨범 : 하나의컨텐츠를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배경음악과동시에선택될수없습니다.
5. 테마앨범 : 테마앨범진입시기존에입력되어있는텍스트나컨텐츠가삭제됩니다. 

하나의컨텐츠를선택가능하며,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텍스트와이미지에효과를줄수있습니다.
•겹쳐보이기효과는텍스트+ 촬영한사진 1장이있을때에만적용가능합니다. (단, 편지지가설정되어있으면안됨)
•‘미리보기’선택시현재작성된메일을재생하여보여줍니다.
•‘보내기’선택시전송을위한입력창으로이동합니다.

1. 메일작성을선택합니다. 1.멀티미디어를선택합니다.

3.메일효과를선택합니다.

2.이용하고자하는각멀티미디어앨범을선택합니다.

3.문자입력을선택합니다.
4.문자입력후 를눌러확인/보내기를선택합니다.

2. 를이용하여
1. 문자입력
2. 컨텐츠선택
3. 테마갤러리
4. 포토메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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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메일전송정보를입력및설정합니다.
1. 받는사람 : 수신자번호나e-mail 주소를입력한다.
2. 수신확인 : 수신자에게메일이도착했을때, 컬러메일이도착함을알리는SMS의수신여부를설정합니다.
3. 첨부파일 : 메일에파일을첨부하여전송할수있습니다. 첨부파일메뉴를펼치면, 각컬러앨범으로

진입후선택가능합니다. (단, 테마갤러리앨범제외)
4. 포토명함첨부 : 명함서버에설정되어있는사용자의포토명함정보의전송여부를설정합니다.
5. 보내는사람 : 발신자의전화번호가표시되며, 편집이가능합니다.

수신자번호입력시선택가능한메뉴입니다.
1. 검색 : 수신자번호를전화번호부를통해검색할수있습니다.
2. 최근번호 : 최근에사용한번호 5개의목록을볼수있습니다.
3. 다중전송 : 다중전송을선택하면한번에 5명에게동일한메일을전송할수있습니다.

•앨범이비어있을경우컨텐츠다운로드여부를
묻는팝업창을보여줍니다.

•컨텐츠를선택하면바로전송가능한
보내기화면으로이동합니다.

•포토메일선택시사진촬영을위한카메라구동여부를묻는다.
•카메라를구동시켜사진을촬영한후저장이완료되면해당컨텐츠를

포함한상태로보내기화면으로이동합니다.

4.작성한컬러메일을 를눌러보내기를선택합니다. 1. 컨텐츠선택을선택합니다.

3. 포토메일을선택합니다.

2. 테마갤러리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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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메일함은네트워크장애, 사용자실수등의인한송신, 수신하지못한모든메일들이보관되는곳입니다.
※주의 : 임시보관함에보관된메일이없다면, “메시지가없습니다.”라는팝업창과함께몇초후, 상위메뉴로돌아갑니다.

1. 답장 2. 전달
3. 삭제 4. 전체삭제
5. 첨부파일보기 6. 메일함접속

■ 누르면

1. 재전송 2. 삭제
3. 전체삭제 4. 첨부파일보기
5. 메일함접속

■ 누르면

1. 전송 2. 삭제
3. 전체삭제 4. 첨부파일보기

■ 누르면

1. 앨범모드 : 리스트 / 작은사진 / 큰사진의 3종류로구성됩니다.
2. 컬러메일보내기 : 현재선택한이미지를포함한컬러메일보내기
3. 파일명변경 : 선택된이미지의파일을변경
4. 삭제 : 선택된이미지를삭제
5. 전체삭제 : 사진앨범에있는모든이미지를삭제
6. 화면테마설정 : 선택된이미지를화면테마로설정
7. 잠금설정 : 이미지보호를위하여이미지를잠금
8. 파일올리기 : 네이트보관함으로파일을업로드
9. 검색/다운로드 : 이미지를검색/다운로드

•현재동영상앨범이비어있으면“앨범이비어있습니다.”라는
팝업이나옵니다.

•동영상을메일로받거나다운로드받게되면동영상앨범의목록에
표시가되며, 동영상앨범목록에한하여전송하고자하는사람에게
전송할수있습니다. 단, 직접촬영한동영상은전송할수없습니다.

•동영상이지원되는휴대폰에만전송이가능합니다. 

1. 받은메일함을선택하여
메시지를확인합니다. 

2. 보낸메일함을선택하여
메시지를확인합니다. 

3. 임시보관함을선택하여
메시지를확인합니다. 

1. 사진을선택합니다. 

2. 동영상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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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컬러메일보내기
2. 삭제
3. 전체삭제
4. 착시벨선택
5. 검색/다운로드

■ 누르면

1. 컬러메일보내기
2. 삭제
3. 전체삭제
4. 검색/다운로드

[ 다운로드받은앨범이있을때]

■ 누르면

•음성을녹음할수있는최대시간은 30초입니다.
•음성메모가지원되는휴대폰에만전송이가능합니다. 

•현재설정되어있는
상용구의목록을

를눌러
편집, 추가, 삭제
할수있습니다.

• 를이용하여수신확인을
설정및해제합니다. 수신확인설정
되어있으면수신자의단말기에
메일이수신되면수신이완료되었음
을알리는SMS가옵니다.

• 를이용하여
효과음, 송신표시, 전송확인을
설정및해제합니다.

• 를이용하여
포토명함첨부를
설정및해제합니다.

3. 배경음악에서원하는배경음악앨범을선택합니다. 

5. 테마갤러리에서원하는테마갤러리앨범을선택합니다. 

4. 음성에서원하는음성앨범을선택합니다. 1. 상용구관리를선택합니다. 2. 수신확인을선택합니다. 

3. 포토명함첨부를선택합니다. 4. 부가옵션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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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되지않은메시지

: 확인한메시지

1. 문자메시지를선택합니다. 1. 컬러메일
수신함을선택합니다. 

2.수신된메시지를선택한후 를눌러확인합니다. 2.수신된메시지를선택한후 를눌러확인합니다.

1. 음성메시지를
선택합니다. 

2.수신된메시지를선택한후 를눌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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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1. 삭제
2. 전체삭제
3. 전달
4. 보관

■ 누르면

1. 삭제
2. 전체삭제
3. 재전송

1. 발신보관함을선택합니다. 1. 임시보관함을선택합니다. 2.저장해놓은메시지중선택하여 를누르면
문자메시지쓰기화면으로갑니다. 

2.저장해놓은메시지중선택하여 를누르면
문자메시지쓰기화면으로갑니다. 

3.문자메시지쓰기화면에서보낼메시지를입력후
전송을마칩니다. 

3.문자메시지쓰기화면에서보낼메시지를입력후
전송을마칩니다. 



■ 누르면

1. 삭제
2. 전체삭제
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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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보관함를선택합니다. 1. 저장보관함을선택합니다.2. List에서 를누르면문자메시지쓰기화면으로이동합니다. 2.보관된메시지를선택한후 를눌러확인합니다.

를눌러신규문장을
작성/저장할수있습니다.



•SPAM번호또는문자열을
등록해SPAM을설정하면
메시지도착알림음이
울리지않고내용도
표시되지않습니다.

SPAM전화번호등록

저장된SPAM번호가있는경우 를누르면
1. 전체삭제 : 등록된SPAM전화번호전체를

삭제합니다.
2. 삭제 : 등록된SPAM전화번호를삭제합니다.
3. 전화번호등록 : SPAM차단할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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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쪽지를선택합니다.

2.발신번호변경을원할경우
변경내용을입력후 를누릅니다.

3.수신번호입력후
를누릅니다.

4.안내목소리가
나오면음성쪽지를
녹음하고ARS안내
메시지에따라
조작하여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 SPAM전화번호등록을
선택합니다.

2. SPAM전화번호를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SPAM문자열등록

저장된SPAM문자열이있는경우 를누르면
1. 전체삭제 2. 삭제 3. 문자열등록

1. SPAM문자열등록을
선택합니다.

2. SPAM문자열을입력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SPAM메시지보관함

SPAM기능선택

누르면선택한SPAM메시지의내용을보여줍니다.

누르면 1. 삭제 2. 전체삭제 3.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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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하여각항목을선택한후
이용하여설정여부를선택합니다. 

3.원하는항목의설정여부를결정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 SPAM메시지보관함을선택합니다.

1. SPAM기능선택을선택합니다.

2. SPAM차단여부를
선택한후 를눌러저장합니다.

1.
메시지설정을선택합니다.



■ 누르면

1. 재생 : 녹음한음성을들려줍니다.
2. 삭제 : 녹음한음성을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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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용량정보를선택합니다. 1. 를길게누른후
음성목록을선택합니다.

2.원하는목록을선택한후 를누르면
음성이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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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길게누른후 녹음을
선택합니다.

2.삐~소리가나면녹음을시작하시고
녹음이끝나면 를눌러저장합니다.

1. 를길게누른후
모두삭제를선택합니다.

2.삭제여부를선택한후
를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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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C Sync는휴대폰의다양한기능을사용자가더욱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공되는PC용윈도우프로그램입니다.
본프로그램은휴대폰과PC가데이터케이블을통해통신가능한상태일때(휴대폰과PC가연결되어있는상태) 사용할수있으며
폰싱크& 에디터와미디어파일매니저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폰싱크 & 에디터는휴대폰의개인정보데이터(전화번호부, 문자, 스케줄)를
관리할수있는기능을미디어파일매니저는멀티미디어데이터 (멜로디, 사진, 캐릭터)를관리할수있는기능을제공합니다. 

자세한사용방법은큐리텔홈페이지(www.curitel.com)를참조하세요.
버전에따라기능및인터페이스가다를수있습니다.

(www.curitel.com/html/product/download/)에접속하여해당휴대폰모델의PC Sync 프로그램을다운받으시기바랍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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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Sync를정상적으로이용하려면, 우선휴대폰과PC가통신가능한상태가되어야합니다. 휴대폰에서다음과같이설정해주세요.
■해당휴대폰모델의PC Sync프로그램이아닌다른프로그램을사용할경우휴대폰이오동작하거나휴대폰의저장정보가손상될수있으니주의하십시오.

메뉴 ➞ 휴대폰관리 ➞ 휴대폰설정또는데이터통신설정 ➞ 통신포트설정 ➞ USB포트
단말기출하시USB포트가기본설정되오니위설정방법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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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폰싱크&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❶폰연결 : 휴대폰과연결을실행합니다.
❷폰연결해제 : 휴대폰과의연결을해제합니다.
❸새로고침 : PC파일리스트를갱신합니다.

❶ ❷ ❸

※설치후기타궁금한문의사항은www.curitel.com홈페이지를참고바랍니다.

클릭시미디어파일매니저로
이동합니다.

[PC에서 Phone] 실행전PC Sync에아무런데이터가없을경우휴대폰의모든데이터가삭제되오니, 반드시
[Phone에서 PC] 버튼을이용하여휴대폰에있는데이터를PC에저장하신뒤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❶폰연결 : 휴대폰과연결을실행합니다.
❷폰연결해제 : 휴대폰과의연결을해제합니다.
❸PC에서Phone : PC에저장되어있는개인정보데이터를휴대폰으로전송합니다.
❹Phone에서PC : 휴대폰에저장되어있는개인정보데이터를PC로전송합니다.
❺Outlook Sync : MicrosoftⓇOutlookⓇ연락처및일정과폰싱크& 에디터간동기화를수행합니다.
❻환경설정 : 동기화할항목선택, 사용자관리, PC Sync와동기화를실행할Outlook 연락처및일정

폴더등록등의기능을제공합니다.

❶ ❷ ❸ ❹ ❺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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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모두방전되었는지확인하세요.
휴대폰전원을끄고배터리를분리했다가다시끼우고휴대폰전원을켜보세요.

전원을껐다가켠경우에는잠시기다려보세요.
전파가불안정한상태일수있으므로다른장소로이동해서사용하세요.

배터리를충전기에서빼낸후다시넣어보세요.
휴대폰과배터리, 충전기의충전단자를깨끗히닦은후충전해보세요.

배터리를분리시킨후다시끼우고휴대폰을켜보세요.

화면이켜지지않을때

화면에안테나가표시되지않고 가
나타날때

충전기의충전램프가깜박일때

사용중에휴대폰이이상동작을하거나
전원이켜지지않을때

배터리는소모품이므로충전방전을계속하면처음구입시보다사용시간이
서서히단축됩니다.
배터리보관시저온또는고온에방치하면사용시간이짧아질수있습니다.
지역에따라전파수신상태에따라배터리소모량에차이가나므로사용시간이
다를수있습니다.

통화음량을조절하거나다른지역으로이동해보세요.

휴대폰통화중에는많은전류를필요로합니다.
장시간통화시게임, 인터넷등을오래사용하면열이발생할수있습니다.

배터리사용시간이설명서와다를때

통화중에말이울릴때

휴대폰사용중에열이발생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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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저장용량 전화번호용량

벨소리저장용량 전자수첩용량

MOD Player 용량

컨텐츠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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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서비스 소리설정 화면설정

사용자지정

액자스타일

PDA스타일

레져스타일

1. 대기화면설정

전화올때

전화걸때

전원켤때

전원끌때

NATE접속화면

2. 그림설정

매거진

아이콘

4. 메뉴스타일

5. 폰트설정

6. 조명설정

7. 키짱친구설정

3. 대기화면문구

컨텐츠보관함

1. 마이벨

2. 그림친구

3. 캐릭벨

4. 키짱친구

5. ⓜPlayon

6. 사진앨범

7. 동영상앨범

8. Capture 화면보기

9. 컨텐츠용량정보

전자수첩

1. 스케줄러

2. 모닝콜

3. 알람

매일알람

시간지정알람

10분후알람

20분후알람

30분후알람

4. 메모

5. 세계시간

6. D-Day 설정

7. 전자계산기

8. 단위환산

9. 자동응답

1. 국제자동로밍

2. NATE

3. ⓜPlayon

신용카드

모네타캐쉬

교통

BANK

증권 / 금융

모네타세상

전자화폐

쇼핑몰

My Page

4. MONETA

GPS전용메뉴

지도 / 약도

New & Hot

서비스체험

안심서비스

지도보관함

5. NATE GPS

소리샘

자동연결

착신전화

정보샘

교통정보

비밀번호통화

넘버플러스설정

부가서비스편집

6. SKT 부가서비스

7. * *114

마이벨

기본멜로디

3D멜로디

클래식멜로디

라이브벨

1. 벨소리선택 2. 벨/ 진동선택

3. 음량조절

4. 효과음설정

5. 시스템알림음설정

6. 부재중전화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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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1. 언어설정

2. 잠금설정

3. 휴대폰설정

비밀번호변경

자동지역번호

5. 휴대폰정보

6. 사용자정의키

7. 전체용량정보

8. 설정값초기화

S/W버전

단말기일련번호
국제전화번호

전화받기방법

사용제한

DATA중수신설정

브라우저설정

전화번호부(            ) 카메라 (       )

1. 명함주소록

2. 전화번호찾기

3. 전화번호등록

메시지발신건수

데이터통신시간

7. 수신거부등록

8. 저장용량정보

9. 자기전화번호

1. 사진촬영

2. 동영상촬영

3. NATE Code

4. 포토온

5. 사진인화신청

6. 사진앨범

7. 동영상앨범

8. 마이무비촬영

9. 마이무비앨범

0. 카메라설정

4. 그룹관리

5. 단축번호관리

그룹미지정

가족

6. 통화기록

총통화목록

부재중전화

수신전화

발신전화

통화중메모

최근통화시간

총통화시간

발신통화시간

친구

학교

직장

엔터테인먼트

1. 월드 X 랠리

2. 샤크피싱

3. SD 이동식디스크

4. 게임센서보정

4. 데이터통신설정



레져

1. 러닝메이트

2. 나침반

3. 고도계

4. 스톱워치

메시지

3. 수신보관함

4. 발신보관함

5. 임시보관함

6. 문장보관함

7. 저장보관함

8. 음성쪽지

9. SPAM차단

0. 메시지설정

*저장용량정보

1. 문자메시지작성

2. 컬러메일

내용입력

전송방법

전송종류

발신번호

수신번호

MOD Player

1. Music 홈접속

2. 마이앨범

3. 라이브벨

4. 환경설정

252

5. 플래시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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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LCD

LED

Micro -
phone

Camera

Voice Memo Function

Schedule Function

Camera Button

SD Card Slot

IrDA port

Leisure

Speaker

Antenna

Flash

Handset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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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s variety of functions according to the menu. / To input symbolic characters.
Scroll Button
Scroll up / down functions
and pages.

Message Button
Used to select the message menu.

MOD(Music On Demand) Button
Press to according to the MOD Player.

Used to select the phonebook menu.

Used to delete the characters or numbers. Used to return to the previous screen.

Used to place or answer calls.

Used to turn the power of the phone on or off, end calls or return to the main menu.

In standby mode, set the etiquette mode by pressing and holding.
Press and hold it again to cancel the mode. - P.28

In standby mode, set the lock function by pressing and holding.
Input a 4 digit password to cancel the lock mode. The default password is 0000.- P.29

Press to according to the NATE menu. (Press and hold to connect to the internet.)

Press to according to the MONETA menu.

A preset international call service number will be dialed when you press and
hold it to make an international call.

Voice Memo Button
Press it to get into Voice 
Memo Menu but press and 
hold it to go directly to Voice 
Recording.

Schedule Button
Press it to see calendar but 
press and hold it to the date's 
schedule.

Displays the stength of the signal received, and current 
signal stength is indicated by the number of bars 
displayed on the screen.

Charge level, Indicates battery

In use. A call is in progress. 
* No icon indicates the phone is in standby mode.

In Alarm mode(alarm clock is set)

When the ringer type is “Ring & Vib”

In Vibration mode is selected.

In Etiquette mode is selected.

Indicates a text message or voice mail message is waiting.

Mini SD Card

Auto Answer

MMS Message

Data receiving

Fax receiving

In Lamp mode is selected.

Running mate

Graphic area

Text area

Icon area

MOD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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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Battery

Installing the Battery

Insert the bottom of battery into the groove at the bottom of 
the handset. Then press in the top of the battery until it snaps.

Removing the Battery

Push the tab with one hand and lift the top 
of the battery to separate.

Charging the Battery

Insert the phone(with the battery installed) or
battery into the slot in the charger and gently
press down until you hear the click sound.

Charging th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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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urn on the handset

To turn off the handset

To place a call

1. Press and hold  [           ] 1. Input a phone number with an area code. 1. Close up the flip or press [           ] 1. When you hear the handset ring,

slide up the upper body and speak into 

phone and close up the flip or 

press [           ] to end the call.

When ear-microphone is in use, press [          ]

[           ] to end the call.

2. Speak into phone when the call is connected.

The handset returns to idle mode when the call is not
successfully made for a certain time period.
Call Time is to appear when the call is made successfully.

To end a call To answer a call

To place a call to the number you recently dialed.
A list of calls in absence, recently received and dialed 
calls is to be displayed in timely order when [send ] 
is pressed.You can select one of the calls to place a call.

1. Press and hold  [           ]



휴대폰은전원이켜진상태에서고주파에너지를송·수신합니다.
정보통신부는2000년12월에이고주파에너지가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안전규정을고시하였으며
이휴대폰은고시에맞게만들어졌습니다.
이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일반사람들에게허용될수있는노출한계치를정하고있으며이한계치에는연령과건강에상관없이
모든사람들의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충분한여유치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규정된노출한계치는1.6W/Kg 입니다.
휴대폰은정보통신부고시제2000-93호(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에의하여전자파흡수율또는SAR(Specific Absorption Rate)라고
부르는실험을진행하여노출한계치이내여야만형식등록후판매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전자파노출에대한더자세한내용과보유모델의SAR수치확인을원하시면아래인터넷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0-91호(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의한안전의보장을위하여는반드시팬택&큐리텔에서제공하는별매품이나
소모품을사용하여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에는안전을보장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운전중휴대폰사용에대한관련법규또는도로안전수칙을숙지하시고지켜주세요.
●운전중휴대폰사용은매우위험하므로가능한사용하지말것을권고합니다.
●운전중에꼭통화가필요한경우에는반드시관련법규를준수하시고핸즈프리나이어마이크를사용한간단한통화를권장합니다.
최근의연구결과는운전중휴대폰사용이운전자의주의를분산시켜교통사고의위험이높아짐을입증하고있으므로
반드시안전한곳에차를세우고통화하세요.

●휴대폰은잡기편한위치에두세요.
- 시선을도로에서떼지않고잡을수있는위치에두세요.
- 운전에방해가되는위치나, 에어백이장착된차량에서에어백팽창범위내, 또는유사시신체에직접적인손상을줄우려가있는위치를
피하여설치하세요.

●만약전화를받기힘든상황이면전화를받지말고음성사서함으로연결되도록해두세요.
●운전중에통화를하게되면통화하는상대방에게운전중임을알리고통화를짧게끝내도록하세요.
●운전중에휴대폰을조작하거나전화번호를찾지마세요.
●분별있게전화를하고신호를지키세요.

- 가능하면차가정지한다던지신호등에걸려있을때전화를하세요.

●신경질적이거나감정적인대화를피하도록하세요.
- 전화하는상대에게자신이운전을하고있다는것을알리고도로에서시선을집중시키지못할만한심각한통화는사고에원인이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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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안전을지키고재산상의손해등을막기위한내용입니다. 아래의내용을잘읽고올바르게사용해주세요.

•배터리충전은TTA인증을획득한표준형충전기를사용하셔야합니다.

●전자기기를사용하는곳에서는주의하세요.
- 대부분의전자기기는전자파신호를사용합니다. 사용하시는휴대폰의전자파로인해다른전자기기에문제를일으킬수있습니다.

●심장박동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가있는곳에서는휴대폰을사용하지마세요.
- 산업의료장치제조협회는휴대폰을심장박동보조장치에서15cm이내에서사용시휴대폰이심장박동보조장치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
사용하지말것을권장합니다. 만약사용이부득이한경우반드시심장박동보조장치와15cm 이상의간격을유지하세요.

- 혹시발생할지도모르는간섭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심장박동보조장치반대쪽에서통화하세요.
- 가능하면휴대폰전원을꺼두세요.

●RF파에너지에영향을받는의료기기근처에서는사용하지마세요.
- 만약의료기기를개인적으로사용한다면의료기기제조회사에고주파(RF파) 에너지로부터그기기가안전한지확인하세요.

●휴대폰의전자파에의해어떤보청기는제대로동작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 보청기제조회사에확인후사용하세요.

●폭파위험지역에서는휴대폰을끄세요.
- 폭파위험지역내에서는배터리를분리하지않은상태에서휴대폰을끄세요.
- 폭파위험지역내에서규정하는모든지시사항과신호를준수하세요.

●전자파신호는자동차에있는전자시스템이잘못되거나제대로작동되지않게할수도있습니다.
- 자동차제조업체에자신의차가RF파에너지에영향을받는지를먼저확인한후사용하세요.

●비행기에탑승시에는휴대폰을끄세요.
- 비행기에서휴대폰을사용하는것은불법이며비행기의전자운항기기에영향을주어위험을초래할수있습니다.

●휴대폰사용금지경고문부착장소에서는휴대폰을사용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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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나배터리등의소모품을어린이가만지지못하게하세요.
●어린이가사용할경우취급방법과사용방법을알려주세요.

- 사용중일때바르게사용하고있는지확인해주세요.

●휴대폰은방수제품이아니므로건조한곳에두세요.
- 습기또는액체성분은휴대폰의부품및회로에손상을줄수있습니다.
- 휴대폰또는배터리가물이나액체등에침수될경우제품고장시무료서비스를받을수없습니다.

●먼지가많은곳, 더러운곳, 경사진곳에서사용하거나보관하지마세요.
- 휴대폰의열고닫는부분등이손상될수있으며충격에의해파손또는고장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휴대폰의작동온도인 -20℃∼50℃이내에서사용하고너무높은온도또는너무낮은온도에서보관하지마세요.
- 자동차실내온도는80℃까지도상승할수있으므로자동차에오랜시간동안방치되지않게주의하세요. 화재및폭발의위험이있습니다.

●휴대폰의바른통화방법을따라주세요.
- 안테나를최대한뽑으세요. 휴대폰을일반전화기와같이잡고안테나는어깨위로똑바로세워서받으세요.
- 말을할때는휴대폰의송화부분에정확히대세요.
- 통화중에는안테나를만지지마세요. 안테나를만지면통화품질이떨어질수있고필요이상의출력을송신하게됩니다.

●휴대폰을청소하기위해독한화학물질이나, 강한세제등을사용하지마세요.
- 휴대폰이나충전기를청소할때는연필용지우개나부드러운헝겊으로가볍게닦아주세요.
-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등의충전단자를청소할때는면봉이나부드러운천으로닦아주세요.

●휴대폰외관의도료가벗겨져체질에따라알레르기, 간지럼, 붓거나습진등이생길경우휴대폰사용을멈추고의사와상담하세요.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등소모품이나별매품은반드시큐리텔에서지정하는것을사용하세요.
- 그렇지않은경우휴대폰의수명이단축되거나불량이발생할수있습니다.

●승인하지않은소모품이나별매품의사용은안전을보장할수없습니다.
- 감전및화재의위험이있습니다.

●승인되지않은안테나를무단으로설치해사용하지마세요.
- 승인되지않은안테나를사용하면휴대폰에손상을가져올수있으며안전을보장할수없게되고무상수리를받을수없습니다.

●휴대폰을휘거나비틀거나하는등의외부충격이가해지지않도록하세요.
- 휴대폰외관이나화면이훼손될수있고내부의부품들이고장날수있습니다.

●휴대폰을뒷주머니에넣고깔고앉지않도록하세요.
●휴대폰을허리등에차지마세요.

- 넘어졌을때다칠수도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화카드, 통장, 승차권등의자성을이용한제품은휴대폰가까이두지마세요.
- 휴대폰의자기에의해정보가훼손될수있습니다.

●휴대폰을가방이나주머니등에금속물과함께넣어둘때는주의하세요.
- 제품이변형또는훼손되거나고장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휴대폰을난로, 전자렌지, 가열조리기구, 고압용기등에넣지마세요.
- 배터리액누수, 발열, 발화되거나고장의원인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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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끈등이달린경우이것을잡고휴대폰을돌리지마세요.
- 본인이나다른사람이맞아서다치거나상처가생길수있습니다.

●휴대폰의용도이외다른용도로사용하지마세요.
●공공장소에서휴대폰을사용하는경우진동으로하는등타인에게방해가되지않도록하세요.
●슬라이드개폐상태에서벨이울리면통화버튼을누른후벨소리가종료된후통화하세요.

소비자유의사항

●휴대폰을타인에게함부로빌려주지마세요.
●휴대폰을분실하였거나도난당했을경우에는즉시해당통신사업자에게신고하여주세요.
●애프터서비스는반드시당사지정서비스센터에의뢰하여주세요.
●정품이외의안테나, 충전기, 핸즈프리카키트, 배터리, 데이터통신케이블, 기구물등의사용은제품의성능을저하시키거나고장
또는파손의원인이되므로성능에변경을초래하는별도의장치를부가하여사용하지마세요.

●휴대폰은RF 전자파를발생시키므로인체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따라서노약자나임산부는장시간휴대폰사용을자제하여주세요.

●휴대전화의전화번호부등입력데이터는부주의혹은예기치않은문제로손상될수있으니, 
중요데이터는항상별도기록하시길바랍니다.

●침수확인용라벨 - 사용중에소비자과실로휴대폰또는배터리가물이나액체등에침수된경우제품에부착된라벨의색상이바뀝니다. 
이경우제품고장시무상서비스를받을수없으므로사용시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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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사용시주의사항

아래의경우표시된사용시간보다짧아질수있습니다.

●휴대폰에문자입력, 저장, 게임, 인터넷등의부가기능을사용할경우배터리의소모량이많아집니다.
●휴대폰이위치한기지국의서비스형태(슬롯모드)에따라배터리사용시간이달라집니다.
●전파가약하거나채널(기지국)이중첩되는지역에서는배터리소모가많습니다.
●전화를걸고받는시간이많을수록대기시간은급격히짧아집니다.
●배터리는소모품이므로충방전을계속하면구입시보다서서히사용시간이짧아집니다.
●충전상태, 온도(저온/고온), 사용장소의전파상태, 배경조명및조명상태등에따라사용시간이달라집니다. 
●배터리사용시간은이동통신사업자에서서비스하는방식, 사용온도, 배터리사용기간등상태에따라달라집니다.
●사용시간이구입시보다반으로떨어지면새배터리를구입하세요.
●게임, 인터넷등의부가기능을사용할경우, 서비스가되지않는지역에서장시간있을경우에도배터리소모가많아
대기시간이급속히짧아질수있습니다.

●대기시간이짧은문제로서비스센터로방문을하려면?
방문시휴대폰충전기, 배터리를지참하시고방문을하셔야만정확한조치를받으실수있습니다.

충전기사용시주의사항

●충전기는반드시정보통신부 인증마크 를획득한큐리텔정품을대리점이나가까운서비스센터에서구입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지정된전용충전기를사용하지않으면배터리팩에손상을주거나폭발위험이있으므로절대금하여주세요.

●충전할때충전기를천이나이불로덮거나싸면열을발생시키거나화재의원인이될수있으니통풍이잘되는곳에두고
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터리미장착시충전기사용을하지마세요. 오동작우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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