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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설명서에 대하여

EF500R은 블루버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스마트 단말기에 고품질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사용자가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기기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 전에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세요.
• 이 기기는 판매된 국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에 나오는 기기의 구성품과 색상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능 및 사양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환경,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주변 기기 사용으로 인해 이 제품의 특정 기능에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블루버드 이외 다른 제공업체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액세서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기의 운영 체제를 수정하거나 알 수 없는 출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기기 오작동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블루버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1년 제한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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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정보
2.1 기호

이 설명서에는 위험 및 부가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기호

명칭

설명

주의

이 기기 및 다른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기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가 정보를 나타냅니다.

경고

사용자 및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안전 예방 조치 정보를 자세히 읽으세요. 제시된 정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 감전 또는 기타 재산상
손해나 신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기기

• 기기가 젖어 있을 때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젖은 손으로 어댑터나 전원 코드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기기가 젖은 경우, 기기를 난방기, 전자레인지 등에 넣고 건조하지 마세요. 폭발이나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 기기의 터치스크린을 긁지 마세요. 손가락 또는 호환 가능한 펜만 사용하세요. 진짜 펜이나 다른 날카로운
물체를 터치스크린에 사용하지 마세요.
• 이 기기가 견고하기는 하지만,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구부리거나, 일부러 깔고 앉지 마세요. 파손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개조하거나,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세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기가 오작동하거나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실이나 야외, 고층 건물, 또는 다른 신호가 약한 장소에서는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기의 데이터 및 정보를 백업하세요.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 중에 벨소리, 텍스트, 음성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 기기에 페인트를 칠하지 마세요. 화면이나 기기 외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이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이 기기는 -20~60°C의 온도와
5~95%의 습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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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정보
2.3 환경

• 운전 중이나 무거운 기계를 작동하는 중에는 이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먼지가 많거나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계기판과 같이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에 장시간 기기를 노출하지 마세요.
• 습한 장소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기기가 손상되고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환기구와 가까운 곳에 기기를 두지 마세요. 온도 변화에 따른 응결로 인해 기기 내부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도록 하지 마세요.

2.4 배터리 및 충전

• 부적절한 배터리를 사용하면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격, 가열, 침수, 또는 기타 손상으로 인해 배터리가 분리되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동물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 배터리의 접촉부에 목걸이, 동전, 또는 전도체가 닫지 않도록 하세요. 날카로운 물체로 충격을 주지
마세요.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공인 배터리 및 충전기만 사용하세요. 호환되지 않는 배터리나 충전기를 사용하면 기기가 오작동하거나
화재와 같은 기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꺼내고 기기와 배터리를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또한
배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충전하세요. 장기간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기기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2.5 집중 방해

상황에 따라 기기 사용이 집중을 방해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이나 자전거 주행 중에는 통화나 문자 사용을 하지 마세요.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피치 못하게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멈추거나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하세요.

2.6 주파수 방해

• 이 무선 기기는 무선 주파수 방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기기의 전원을 끄세요.
• 이 기기는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기기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기기 옆에 신용카드, 전화카드, 통장 및 티켓을 두지 마세요. 기기의 자기장이 자기 띠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3

3 개요

3.1 구성품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제공됩니다.

EF500R 기기

배터리

배터리 덮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 그림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 액세서리를 구입하려면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http://www.bluebirdcorp.com/products/Mobile-Computers/Handheld-Computers/EF500R 에서
사용 설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쇄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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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3.2 기기
3.2.1 전면
1
2

$

!

3
4
@
5

6
7

0

9
8

5

#

3 개요

번호 명칭
1

수신기

2

전면 카메라

3

충전 LED

4
5
6
7
8
9

터치스크린
좌측 버튼

볼륨 증가 버튼
볼륨 감소 버튼
다용도 잭
전원 버튼

0

우측 버튼

!

메뉴 버튼

@

홈 버튼

#
$

스피커

뒤로 버튼

설명

통화 중에 상대방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1.3 메가픽셀). 영상 통화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충전 LED는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며 멀티 터치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합니다.
바코드 스캔 버튼의 역할을 합니다.
음량을 높입니다.
음량을 줄입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같은 다른 기기를 이 기기와 연결합니다.
기기 또는 화면을 켜거나 끕니다. 화면을 끄는 것으로 기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바코드 스캔 버튼의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옵션 메뉴를 표시합니다. 이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르면 이전에
열었던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열려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누르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전 페이지 또는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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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3.2.2 후면
2
3

4

6

5

1

7

번호 명칭
1
2
3
4
5
6
7

설명

좌측 배터리 잠금장치 배터리가 기기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배터리 커버를 잠급니다.
플래시

카메라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주변을 밝게합니다.

스트랩용 구멍

스트랩을 고정합니다.

후면 카메라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합니다(13 메가픽셀).

우측 배터리 잠금장치 배터리가 기기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배터리 커버를 잠급니다.
배터리 덮개
스트랩

배터리 및 기기 내부 부품을 보호합니다.
기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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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3.2.3 하단 및 상단
1
4

3

2

5
번호 명칭
1
2
3
4
5

바코드 스캐너
헤드폰 잭

보조 마이크
주 마이크
충전 단자

설명

관련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레이저를 내보내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잡음 및 울림을 제거하며 서브 마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통화, 동영상 촬영, 또한 음성 인식에 필요한 소리를 담아냅니다.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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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작하기
4.1 카드

기기 뒷면에는 SAM, 마이크로 SD 및 두 개의 마이크로 SIM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네 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 SAM 카드는 기기에서 수행되는 보안 거래에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기기와 신용 카드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회사 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이크로 SD 카드는 외부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마이크로 SIM 카드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필요합니다.
이 카드들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기기를 구매한 국가에 따라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4.1.1 카드 설치하기

카드를 삽입하려면 먼저 배터리 덮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배터리 덮개 분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쪽의
배터리 설치하기 를 참조하세요. 카드를 설치하기 전에 카드를 삽입하려는 슬롯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마이크로 SIM 카드를 삽입하려면

1

잠금장치를 아래쪽으로 내린 후 위로 들어올려 슬롯을 여세요.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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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SIM 카드를 슬롯에 나란히 맞추어 삽입하세요. 카드의 금색 접촉부가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3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내린 후 위쪽으로 밀어 올려 슬롯을 닫으세요.

1

2

듀얼 SIM 카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 SIM 카드를 선택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두 개의 독립된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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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카드를 삽입하려면

SAM 카드를 슬롯 나란히 맞추세요. 카드의 금색 접촉부가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카드를 슬롯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제대로 삽입되면 딸각하는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하려면

1

잠금장치를 오른쪽으로 민 후 위로 들어올려 슬롯을 여세요.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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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SD 카드를 슬롯에 나란히 맞추어 삽입하세요. 카드의 금색 접촉부가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3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내린 후 왼쪽으로 밀어 슬롯을 닫으세요.
2

1

4.1.2 카드 분리하기
SAM 카드를 분리하려면

1
2

삽입된 카드를 한 번 미세요.

딸각 소리가 나면서 SAM 카드가 빠져나옵니다.
카드를 밖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세요.

마이크로 SD 카드 및 마이크로 SIM 카드 분리하려면

1

잠금장치를 밀어내어 잠금을 해제하세요.

3

카드를 분리한 후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내리세요.

2
4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여세요.
잠금장치를 밀어 잠그세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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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터리

EF500R은 6,400 mAh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기기의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된 배터리를
설치하세요.

4.2.1 배터리 설치하기

스트랩을 푼 후 배터리 잠금장치를 밀어 내려 배터리 덮개의 잠금을 해제하세요.

2

홈을 사용하여 배터리 덮개를 들어 올리세요. 덮개를 완전히 분리하세요.

UN

1

CK
LO

CK
LO
UN
CK
LO

UN

K

C
LO

UN

• 배터리 덮개를 분리할 때 손톱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배터리 덮개를 과도하게 잡아 당기지 마세요. 덮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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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를 삽입하세요. 금색 접촉부가 나란히 맞추어졌는지 확인하세요.

2
1

4

덮개를 다시 덮으세요..
덮개 맨 윗부분을 먼저 삽입한 다음 딸각 소리가 나면서 덮개가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덮개 가장자리를
누르세요.
1

2

5

배터리 잠금장치를 위로 밀어 올려 배터리 덮개를 잠그세요.

K

C
LO

UN

UN
K

C
LO

K

C
LO

UN

K

C
LO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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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배터리 분리하기

1 13쪽의 배터리 설치하기 에서 설명한 대로 배터리 덮개를 분리하세요.
2

아래 그림과 같이 손톱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들어올려 꺼내세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전원을 끄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4.2.3 배터리 충전하기

충전기 또는 거치대를 사용하여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기기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잠금 화면에서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조금 남은 경우 기기에서 소리가 나며 전원 낮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배터리가 충전 중인 경우 충전 LED가 빨간색이 됩니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 된 경우 충전 LED가 초록색이 됩니다.
기기를 처음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먼저 기기를 충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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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려면

충전기의 마이크로 5핀 끝을 기기의 다용도 잭에 연결하세요. 충전기의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전원 어댑터에
연결하세요. 충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배터리 전원이 매우 낮을 경우 기기가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충분히 충전하고 다시 켜세요.
충전 중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기가 완전히 충전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충전기를 제대로 연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기기가 충전 중 과열될 수 있습니다. 기기가 평상시보다 더 뜨거울 경우 충전을 중지하세요.
• 충전기의 연결을 해제하기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거치대를 사용하여 충전하려면

전원 어댑터를 거치대에 연결한 후 콘센트에 꽂으세요.

배터리를 기기에서 꺼내 거치대에서 별도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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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배터리 수명 연장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배터리 수명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배터리 절약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
기가 배터리 절약 모드로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배터리 수명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 항상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세요.
• 키패드 소리와 같이 불필요한 소리를 나지 않게 설정하세요.
• 스피커를 사용하기 보다 유선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는 항상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세요.
――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뒤로 버튼

•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줄이세요.

―― 안드로이드 기기의 홈 화면에서

• 화면 밝기를 낮추세요.

을 누르세요.
>

디스플레이 > 절전 모드를 누른 후 더 짧은 기간을 설정하세요.

>
디스플레이를 누른 후, 밝기 자동 조절을 꺼짐으로 설정한 다음
―― 안드로이드 기기의 홈 화면에서
밝기 수준을 눌러 발기 레벨을 낮게 조절하세요.
• 기기가 새 이메일 확인을 덜 빈번히 또는 요청 시에만 수행하도록 변경하세요.

>
계정 > Google을 누른 후, 원하는 계정을 누르고 Google 계정에
―― 안드로이드 기기의 홈 화면에서
대한 설정을 변경하세요.
•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 인터넷 연결 시 모바일 데이터 연결보다 Wi-Fi 연결을 사용하세요.
•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하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 안드로이드 기기의 홈 화면에서

>

Wi-Fi를 누른 후 Wi-Fi를 사용 안함으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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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기능

이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기본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5.1 기기 켜고 끄기

기기를 켜려면 전원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르세요.

기기를 끄려면 전원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른 후 종료를 누르세요.

• 화면을 켜거나 끄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 Wi-Fi를 켜지 않고 계정을 등록할 경우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추가 요금이 과금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분리하여 기기를 끄지 마세요.

5.1.1 비행기 모드 사용하기

홈 화면에서
>
더보기를 누른 후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이 기능은 모든 무선 및 모바일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비행기 모드를 비활성화 하려면 절차를 반복하세요.

Wi-Fi 및 비행기 모드는 빠른 작동 센터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뉴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이라도 화면 맨 위 부분을 아래로 드래그한 후 Wi-Fi 버튼 또는 비행기 모드 버튼을 누르세요.

5.1.2 핫스왑 기능 사용하기

핫스왑 기능은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도 기기의 구성품을 교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2
3
4

배터리 덮개를 분리하세요.

자동으로 화면이 꺼집니다.

배터리를 충전된 것으로 교체하세요.

배터리 덮개를 삽입하고 잠금 설정하여 기기에 부착하세요.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켜세요.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 배터리 덮개를 삽입하고 잠금 설정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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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기 초기화하기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오류로 멈춘 경우 강제로 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하드웨어를 초기화하려면

1
2

기기가 켜지는 동안 볼륨 감소 버튼을 누르세요.

볼륨 증가 버튼 > 볼륨 감소 버튼 > 전원 버튼을 차례로 누르세요.

톱니바퀴 화면이 나타나고 6분 후에 기기가 초기화 설정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하드웨어 초기화 시 기기 내의 데이터는 저장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하려면

홈화면에서
>
백업 및 초기화 > 공장 초기화를 누르세요. 애플리케이션과 개인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설정 및 데이터가 초기화 되며 공장 출하 시의 설정이 복원됩니다.
• 초기화 도중 기기가 갑자기 꺼지지 않도록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된 상태에서 기기를 초기화하세요.
기기의 배터리 전원이 낮은 경우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기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보관을 원하는 데이터 및 설정은 기기를 공장 초기 설정으로 초기화하기 전에 백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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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터치스크린 사용하기

터치스크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손가락 제스처를 사용하세요.
• 날카로운 물체로 화면을 터치하지 마세요.
• 터치스크린에 과한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제스처

명칭

설명

누름

항목을 열거나 시작하거나 선택하기 위해 짧게 터치합니다.

줌인/줌아웃

줌인하려면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올려 밖으로 벌리세요.
줌아웃하려면 손가락 두 개를 안으로 모으세요. 화면을 두 번 눌러
빠르게 줌인 또는 줌아웃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누름

상세 메뉴 또는 옵션을 보려면 항목이나 화면을 몇 초간 누르세요.

스와이프

메뉴 또는 페이지를 스크롤하려면 화면을 누른 후 원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재빨리 움직이세요.

드래그

항목을 이동하거나 화면 간 이동하려면 항목 또는 화면을 몇 초간
터치한 후 손가락을 화면 여기저기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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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기 잠그고 풀기

기기와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화면을 잠그세요.
일정 기간 동안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기가 잠기도록 기본 설정되어있습니다.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켠 후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세요.

1

2

화면 패턴, PIN,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하고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쪽의 보안쪽의 보안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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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홈 화면 사용하기

홈 화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의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 바로가기, 위젯이
표시됩니다.
1
2

3
4
번호 설명
1
2
3
4

상태 표시줄
위젯

위치 표시자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홈 화면에는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보려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세요. 홈 화면 맨
아래에 있는 흰색 막대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홈 화면에 바로가기 및 위젯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바로가기 및 위젯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기
및 위젯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개인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쪽의 홈 화면
개인화하기 를 참조하세요.
•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메뉴나 애플리케이션에서라도 언제든지 홈 버튼

을 누르세요.

• 이미 열려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려면 메뉴 버튼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간 스와이프하세요.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열려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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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상태 표시줄 보기

화면의 맨 위에 상태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상태 아이콘과 현재 시각이 표시되고, 왼쪽에는 알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1

2

번호 설명
1
2

알림 아이콘

상태 아이콘 및 현재 시각

5.5.2 알림 아이콘

상태 표시줄의 알림 아이콘은 다가오는 이벤트, 메시지, 이메일, 부재중 전화, 데이터 사용 등에 대한 알림을
표시합니다.
아이콘

설명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지 않은 추가 알림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음을 알립니다.
노래가 재생 중임을 나타냅니다.

기기에서 데이터를 업로드 중임을 나타냅니다.

기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중임을 나타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거의 가득 찼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USB 연결이 활성화 된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기가 새로운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나타냅니다.
부재중 전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23

5 기본 기능

5.5.3 상태 아이콘

상태 표시줄의 상태 아이콘은 GPS, 신호 강도, 로밍, 배터리 충전, 데이터, 알람 등의 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콘

설명

GPS가 켜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위치 데이터를 검색 중임을 나타냅니다.
알람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소리가 꺼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중 마이크가 음 소거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일부 소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조금 남았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아주 조금 남았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임을 나타냅니다.

비행기 모드가 활성화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다른 무선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Wi-Fi 와 연결 되었으나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유선 네트워크를 확인 하십시오.
모바일 네트워크의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내며 모바일 네트워크의 신호 강도를 나타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20 MHz 대역폭의 LTE 밴드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LTE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기가 3G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SIM 카드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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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테이블에 설명된 아이콘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알림과 상태 아이콘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 상태 표시줄의 아이콘이 숨겨진 경우, 화면의 상태 표시줄을 누르면 아이콘이 일시적으로 표시됩니다.
• 지역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아이콘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5.6 홈 화면 개인화하기

바로 가기 및 위젯을 추가하여 홈 화면을 개인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5.6.1 바로 가기 및 위젯 추가하기

홈 화면에 추가한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또는 시작하거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위젯은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 탭 아래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위젯 탭 아래의 모든 위젯을 볼 수
홈 화면에서
있습니다.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위젯을 찾아서 홈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해당 항목을 길게 누르세요. 화면에
항목을 배치하고 손가락을 떼세요.
사용 가능한 화면에 동일한 바로 가기 또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6.2 바로 가기 및 위젯 정렬하기

이동할 바로 가기 아이콘 또는 위젯을 길게 누르세요. 바로 가기 아이콘 또는 위젯을 새 위치로 드래그하세요. 다른
페이지에 항목을 배치하려면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하세요.
위젯의 크기를 변경하려면 홈 화면에서 위젯을 길게 누르세요. 항목을 놓으면 위젯 둘레에 흰색 상자가
표시됩니다. 흰색 점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하세요. 일부 위젯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6.3 바로 가기 및 위젯 제거하기

바로 가기 또는 위젯을 길게 누르세요. 화면 맨 위의 X 삭제로 드래그하세요. 항목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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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기를 쉽게 사용하기

내장된 접근성 기능을 이용하여 더 쉽게 보고, 듣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
접근성을 누른 후 개인 필요에 맞추어 문자 크기를 더 크게하고, 문자의 대비를 증가하고,
홈 화면에서
다른 설정을 하세요. 접근성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쪽의 접근성 을 참조하세요.

5.7.1 빠른 작동

빠른 작동을 이용하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설정에 빠르게 접근하여 켜거나 끄는 등의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메뉴나 애플리케이션에서라도 언제든지 화면 맨 윗부분을 아래로 드래그한 후 빠른 작동 버튼을 눌러
기능을 켜거나 끄세요.

2

화면을 맨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거나 뒤로 버튼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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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날짜와 시간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홈 화면에서
>
날짜 및 시간을 누른 후 날짜/시간 자동설정을 비활성화하세요. 이 옵션을 해제할 경우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하려면
홈 화면에서

>

날짜 및 시간을 누른 후 날짜/시간 자동설정을 활성화하세요.

홈 화면에서

>

날짜 및 시간을 누른 후 24시간 형식 사용을 끄거나 켜세요.

날짜와 시간의 형식을 설정하려면

5.7.3 키보드 및 언어 설정하기

홈 화면에서
>
언어 및 키보드를 눌러 사용할 언어와 키보드를 변경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63쪽의 언어
및 키보드 를 참조하세요.

5.7.4 화면 밝기 조절하기
1
2

홈 화면에서

>

디스플레이 > 밝기 수준을 누르세요.

슬라이더를 누른 후 움직여서 화면 밝기를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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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결

5.8.1 Wi-Fi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도서관이나 커피숍과 같은 공공장소
에서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3

연결하려는 네트워크를 누르세요.

2
4

>

Wi-Fi를 누르세요.

Wi-Fi를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결을 누르세요.

연결을 해제하려면 Wi-Fi를 사용 안함으로 전환하세요.

기기가 사용 가능한 연결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알림은 화면의 맨 위에 잠깐
나타납니다.

5.8.2 블루투스

전화기, 컴퓨터, 헤드폰, 자동차 장비와 같은 다양한 블루투스 호환 장치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호환 전화기 또는 컴퓨터로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홈 화면에서
>
블루투스를 누르세요.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통 선이나 직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기
간의 거리가 10미터 이내여야 하며 벽과 같은 장애물이나 다른 전자 장치에 의해 연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를 켜면 페어링된 장치가 내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장치는 블루투스 설정 보기가 열려있을 때에만 내 기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장치로부터의 요청은 수락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장치와 페어링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8

5 기본 기능

블루투스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블루투스 호환 장치와 내 기기를 페어링하세요.

1
2
3
4

홈 화면에서

>

블루투스를 누르세요.

블루투스를 사용으로 설정하세요.

• 페어링하려는 장치의 블루투스가 사용할 수 있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헤드폰부터 페어링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헤드폰의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서 페어링하려는 장치를 누르세요.

필요한 경우 PIN을 입력하거나 확인한 후 페어링을 누르세요.

• 사용자가 생성하는 패스코드는 양쪽 기기에서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일부 장치의 PIN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 PIN은 다른 장치에 처음으로 연결할 때만 사용됩니다.
기기가 블루투스를 통해 다른 장치와 페어링된 경우, 나중에도 해당 장치가 범위 내에 있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페어링합니다.

블루투스 장치와의 페어링을 해제하려면
페어링한 다른 장치와의 연결을 해제하세요.

1

홈 화면에서

3

삭제를 누르세요.

2

>

블루투스를 누르세요.

장치의 이름을 눌러 연결을 해제하세요.

블루투스로 콘텐츠를 전송하려면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블루투스 호환 장치 또는 컴퓨터와 사진 또는 기타 콘텐츠를 무선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장치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블루투스 장치와 내 기기를 페어링하세요.

3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서 공유하려는 장치를 누르세요.

2

공유하려는 콘텐츠를 누른 후

> 블루투스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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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제거하기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6.1.1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

또는

을 누르세요.

Play 스토어에서 카테고리별로 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거나 검색 필드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설치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애플리케이션이 무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려면, 설치를 누르세요.
•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하려면 가격을 누른 후 화면의 지시에 따르세요.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선택하세요.

> 환경설정을 누른 후, 앱 자동 업데이트를 전환하고 옵션을

6.1.2 애플리케이션 제거하기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버튼
누른 후 제거를 누르세요.

을 길게 누른 후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누르세요. 제거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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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애플리케이션 개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려면 홈 화면에서
을 누르세요. 기기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 탭에
표시됩니다. 위젯 탭에서는 홈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모든 위젯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

명칭

BarcodeTest
BBSettings
BBUpdate

Bluebird File
Manager
계산기
캘린더
Camera
시계

설명

바코드 정보를 스캔하고 읽어 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43쪽의
BarcodeTest 를 참조하세요.
Symbology 및 Fix/Volume/Mode에 있는 블루버드 설정을 바꾸는 데
사용합니다.
기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수학적 계산에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54쪽의 계산기 를 참조하세요.

이벤트를 생성하거나, 보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48쪽의
캘린더 를 참조하세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44쪽의 Camera 를
참조하세요.
알람을 설정하거나 세계 각지의 현재 시각을 보거나 타이머 또는 스톱워치를
이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50쪽의 시계 를 참조하세요.

주소록

주소록을 추가하거나 보거나 편집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41쪽의
주소록 을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보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54쪽의
다운로드 를 참조하세요.

DevCheck

전화
설정

SIM 툴킷

기기 버전 정보를 보거나, 기기를 확인하거나, 기기를 초기와 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2쪽의 전화 를 참조하세요.

기기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56쪽의 설정 을 참조하세요.
삽입된 SIM 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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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화

6.3.1 전화 걸기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잠금 화면에서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세요.

간단히 번호를 누르거나, 통화 기록에서 번호를 누르거나, 주소록에서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F500R에는 두 개의 SIM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나 선호도에 따라 SIM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화면에서 전화를 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키패드를 누르고 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2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을 누르세요.

을 눌러 전화를 거세요.

음성 메시지를 이용하려면 1번 키를 길게 누르세요.

다이얼 옵션을 보려면 번호를 누른 후

을 누르세요.

• 주소록에 추가: 해당 번호를 새 연락처 또는 기존 연락처로 주소록에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 2초 간 일시 정지 추가: 전화기가 다음 번호를 다이얼하기 전에 2초 일시 정지하도록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복수의 일시 정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추가: 다이얼할 다음 번호를 입력하려면 선택합니다.
• 문자 메시지 보내기: 다이얼 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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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도중에 옵션을 사용하려면

아이콘

설명

스피커폰을 켭니다.

마이크를 음 소거합니다.
키패드를 엽니다.

통화를 대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화에 추가합니다.
통화를 종료합니다.

33

6 애플리케이션

주소록에서 전화를 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주소록에서 이름을 누른 후 전화를 하려는 전화 번호를 누르세요.

2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소록 탭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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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에서 전화를 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이름 > 전화 걸기를 눌러서 전화를 거세요.

2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최근 탭을 누르세요.

> 통화 기록을 눌러서 통화 기록을 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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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번호에서 전화를 하려면

단축 번호 기능을 이용하면 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를 검색하지 않고 신속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연
락처에 먼저 단축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새 단축 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쪽의 단축
번호 만들기 를 참조하세요.

1

홈 화면에서

3

단축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거세요.

2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축 다이얼 탭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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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전화 받기

전화가 오면 발신자 표시 및 기타 사용 가능한 정보(예: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발신자 이름)와 함께 전화 수신 화면
이 열립니다.
을 누르고 다음 아이콘 중 하나로 드래그하세요.

아이콘

설명

수신된 전화를 받습니다.

수신된 전화를 거절하고 음성 메시지로 전환합니다.
수신된 전화를 거절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수신 전화의 벨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진동을 멈추려면 기기 측면에 있는 볼륨 감소 버튼을
누르세요.
• 전화 거절을 위한 빠른 문자 응답을 편집하려면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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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통화 기록 보기

통화 기록에는 발신 전화, 부재중 전화, 수신 전화가 표시됩니다.

1
2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최근 탭을 누르세요.

아이콘

설명

> 통화 기록을 눌러서 통화 기록 메뉴를 열 수도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신 전화
발신 전화

6.3.4 긴급 전화 걸기

전화가 잠겨있거나,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에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SIM 카드가 삽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119에 긴급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긴급 전화의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긴급 전화번호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3.5 단축 번호 만들기
새 단축 번호를 생성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주소록에 있는 이름을 누르세요.

2

4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소록 탭을 누르세요.
을 눌러 선택한 번호를 단축 번호에 추가하세요.

단축 번호를 편집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편집하려는 이름을 선택하고

2

>

을 누르세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축 다이얼 탭을 누르세요.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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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전화 설정 - 일반 설정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각 탭에서
>
>
> 설정 > 일반 설정을 누르세요. 일반 설정 메뉴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표시 옵션

• 정렬 기준: 연락처의 정렬 방법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이름 또는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름 형식: 이름이 표시되는 형식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이름 먼저 또는 성 먼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리와 진동

• 전화 벨소리: 전화 수신 시 울릴 벨소리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벨소리를 재생해보려면 해당 벨소리를 누르세요.
해당 벨소리를 지정하려면 확인을 누르세요. 해당 벨소리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다른 벨소리를 선택하거나 취소를
누르세요.
• 다이얼패드 신호음: 키패드를 누를 때 소리를 재생하려면 이 항목을 누른 후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전화 올 때 벨소리와 함께 진동: 전화 수신 시 벨소리를 울리게 하는 동시에 기기가 진동하게 하려면 이 항목을
누른 후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기타

• 빠른 응답: 전화를 거절할 때 사용할 빠른 응답을 편집하려면 누르세요.

6.3.7 전화 설정 - 통화 설정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각 탭에서
>
>
> 설정 > 통화 설정을 누르세요. 통화 설정 메뉴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UBS Settings

• 음성사서함: 음성 메시지를 개설하려면 누르세요.
―― 서비스: 음성 메시지 서비스의 제공업체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설정: 음성 메시지 번호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알림음: 새 음성 메시지 수신 시 울릴 벨소리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진동: 새 음성 메시지 수신 시 기기가 진동하게 하려면 이 항목을 누른 후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발신 허용 번호: FDN 목록에 저장된 전화 번호 또는 지역 코드로 다이얼 하는 것을 제한하려면
발신허용번호(FDN)을 사용하세요.
―― FDN 사용: FDN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항목을 누른 후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PIN2 변경: FDN 접근을 위한 PIN을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 FDN 목록: FND 목록을 관리하려면 누르세요.
• GSM 통화 설정: 별도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에만 해당하는 통화 설정을 하려면
누르세요.
―― 착신전환: 다른 전화번호로 수신 전화를 전달하려면 누르세요.
―― 추가 설정: 발신자 표시 및 통화 대기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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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A 통화 설정: 별도의 모바일 통신을 위한 CDMA 설정을 하려면 누르세요.
―― 음성 개인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항목을 누른 후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EF500R에는 두 개의 SIM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SUBS 설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화 설정

• Phone account settings
―― Make calls with: 통화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인터넷 전화(SIP) 계정: 기기에 추가된 계정으로 걸려온 인터넷 전화를 수신하도록 선택하거나, SIP 계정을
열람 또는 변경하거나, 계정을 추가하려면 누르세요.
―― 인터넷 통화 사용: SIP 전화를 사용하려는 상황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수신전화 받기: 걸려온 SIP 전화를 수신하려면 이 항목을 누른 후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기기는 더 많은 배터리 전원을 소비합니다.
• TTY 모드: 눌러서 TTY 모드를 선택하세요.
―― TTY 사용 안함: TTY 모드가 꺼져있습니다.
―― TTY 전체: TTY를 켭니다.
―― TTY HCO: HCO(Hearing Carry over)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HCO 기능은 들을 수는 있지만 전화로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발신하는 문자는 입력하지만, 수신한 문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 TTY VCO: VCO(Vearing Carry over)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VCO 기능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전화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음성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응답을 교환원이 입력한
문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 TTY 장치를 전화기에 연결하려면 TSB-121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이 케이블이 TTY 장치와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경우, TTY 장치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 HCO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음량을 높일 때는 주의해서 이어폰 및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 전신타자기 또는 문자 전화기(TTY) 모드는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말하는 데 또는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화 연결을 통해 문자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 통신 서비스입니다.
• DTMF 신호음: 이중 톤 다중 주파수(DTMF) 톤의 길이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보통(초기 설정) 또는 긴 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X-Divert: CFNRc(무응답 착신호 전환) 설정을 지정하려면 누르세요. Sub1 및 Sub2 번호를 입력한 후 X-Divert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40

6 애플리케이션
6.4 주소록

주소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연락처를 추가하고, 조회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즐겨찾기, 모든 연락처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을 누르거나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홈 화면에 위젯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6.4.1 연락처 생성하기

연락처를 추가하고 연락처 동기화를 지원하는 계정과 연락처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을 누르세요.

연락처에 정보와 사진을 추가하세요.
완료되면 화면 좌측 상단의

6.4.2 연락처 편집하기

을 누르세요.

연락처 세부 정보를 편집하려면

1
2
3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완료되면 화면 좌측 상단의

을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연락처의 기본 전화 번호를 설정하려면

하나의 연락처에 두 개 이상의 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기본 전화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2
3
4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연락처의 기본 번호로 설정하려는 전화 번호를 길게 누르세요.
팝업 메뉴에서 기본으로 설정을 누르세요.

기본 번호가 맨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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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에 대한 벨소리를 설정하려면

1
2
3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

> 벨소리 설정을 누르세요.

연락처를 홈 화면에 배치하려면

1
2
3

홈 화면에서

>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 홈 화면에 만들기를 누르세요.

연락처에 대한 위젯이 홈 화면에 생성됩니다.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1
2
3

을 누르세요.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

> 삭제를 누르세요.

6.4.3 연락처 찾기

이름 또는 번호로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2
3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이름에 포함된 문자나 전화 번호에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하면 해당 문자 또는 숫자를 포함하는 연락처가 검색 상자 아래에 나타납니다.
검색하려는 연락처를 눌러 정보를 보세요.

6.4.4 연락처로 전화 걸기
1
2
3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전화 번호를 누르세요.

해당 번호로 즉시 전화가 걸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32쪽의 전화 걸기쪽의 전화걸기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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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연락처로 문자 보내기
1
2
3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모든 연락처 탭에 모든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6.5 BarcodeTest

EF500R 에는 2D 바코드 스캐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스캔 기능을 사용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오른쪽 또는 왼쪽 버튼을 누르세요. 빨간색 레이저가 기기 상단에서 나옵니다.

2

4

>

을 누르세요.

Open을 눌러 바코드 스캔을 시작하세요.

빨간색 빛을 스캔하려는 바코드에 조준하세요.

스캔할 때에는 최상의 스캔 결과를 위해 약 10 cm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적절한
각도로 조준하세요.

바코드 스캐너의 LED 조준기를 응시하지 마세요. 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RISK GROUP 2
주의
이 제품에서 유해한 광학적 방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성공적으로 스캔되면, 알림음이 울리고 화면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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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Camera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을 누르세요.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상태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세요.

을 누른

•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열었을 때 사진에 위치 태그를 추가하고 정보를 표시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마이크로 SD 카드가 설치된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은 내부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6.6.1 사진 촬영하기
1
2
3
4

홈 화면에서

>

을 누른 다음 카메라 모드가

으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메라를 피사체에 조준하세요. 확대 또는 축소하려면,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펼치거나 오므리세요.
을 눌러 사진을 촬영하세요. 소리가 납니다.

초점 모드가 CAF로 설정되어 있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내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보려면 화면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스와이프 하세요. 뷰파인더로 돌아가려면 화면을 왼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스와이프 하세요.

6.6.2 파노라마 모드로 사진 촬영하기
1
2
3
4
5
6

홈 화면에서

을 누른 다음

>

을 누르세요.

을 선택해 파노라마 모드로 전환하세요.

을 눌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세요. 소리가 납니다.

기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회전하세요. 너무 빨리 움직일 경우 “너무 빠름”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촬영 화면에 진행 표시 막대
가 표시됩니다.
을 눌러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마치세요. 소리가 납니다.

진행 표시 막대

가 렌더링 상태를 보여줍니다. 렌더링을 취소하려면

기기가 자동으로 사진을 내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을 누르세요.

촬영한 사진을 보려면 화면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스와이프 하세요. 뷰파인더로 돌아가려면 화면을 왼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스와이프 하세요.
파노라마 사진 촬영 설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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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동영상 촬영하기
1
2
3
4
5
6

홈 화면에서

을 누른 다음

>

을 누르세요.

을 선택해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세요.

카메라를 피사체에 조준하고 이미지를 조정하세요. 확대 또는 축소하려면,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펼치거나
오므리세요.
을 눌러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소리가 납니다.
을 눌러 촬영을 정지하세요. 소리가 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동영상을 내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촬영한 동영상을 보려면 화면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스와이프 하세요. 뷰파인더로 돌아가려면 화면을 왼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스와이프 하세요.

6.6.4 카메라 설정

다양한 카메라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2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려면 화면 우측 하단의 플래시 상태 아이콘을 누르거나 뷰파인더를 길게 누르세요.

• 서로 다른 노출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여 하나의 생동감 있는 사진으로 합쳐주는 HDR 기능을 사용하려면
을 누르세요. HDR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측 하단의 아이콘이
으로 변경됩니다.
•

을 누르면 HDR 기능이 꺼지고 대신 플래시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간에 전환하려면

• 더 많은 카메라 설정을 보려면
――
――
――
――

,

, 또는

을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장면 모드: 촬영 모드를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19개의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저장: 기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각 사진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사진 크기: 사진 크기(픽셀)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Histogram: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누르세요.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밝기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 Picture quality: 화질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고화질 이미지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을 누르는 즉시 사진을 촬영하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이 옵션이 선택되어
―― ZSL: ZSL 옵션을 켜서
있지 않으면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하기 전 초점을 맞춥니다.
―― 카운트다운 타이머:

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할 타이머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카운트다운 신호음 켜기: 타이머의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알림음이 울리도록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을 길게 눌러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 촬영하는 연속 촬영 모드를 설정하려면
―― Continuous Shot: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 AUTO HDR: 자동 HD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누르세요.
―― HDR need 1x frame: AUTO HDR을 Enable로 설정하였을 때 사용한 프레임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False(단일 프레임) 또는 True(이중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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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effect: 이미지에 색상 효과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10개의 효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Face Detection: 자동 얼굴 인식을 켜거나 끄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 Touch AF/AEC: 터치 AF/AEC를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뷰파인더를 눌러 초점 및 노출
영역을 나타나게 했을 때의 초점 및 노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electable Zone Auto Focus: 자동 초점 구역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Select Picture Format: 사진을 저장할 형식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Saturation: 채도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Contrast: 대비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Sharpness: 선명도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Select Auto Exposure Mode: 라이트밸류의 계산 방법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Frame Average는
프레임 전체를 측정합니다. Center Weighted는 화면 중앙의 빛을 측정합니다. Spot Metering은 특정
위치의 라이트밸류를 측정합니다.
―― Anti Banding: 이미지 밝기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 안티 밴딩 기능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빛의 진동을 더
크게 하려면 주파수를 더 높게 설정하세요.
―― Select ISO: ISO 수치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카메라가 빛에 덜 민감하게 하려면 더 낮은 ISO 수치를
사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더 높은 ISO 수치를 사용하세요.
―― Wavelet Denoise Mode: 이미지에서 물결무늬 노이즈를 없애려면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노출: 노출 값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노출 값을 증가시키면 카메라가 포획하는 빛의 양이 두 배가 되고,
노출 값을 감소시키면 카메라가 포획하는 빛의 양이 절반이 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사진에 적합한 광원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플래시 모드: 플래시를 켜고 끄거나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누르세요.
―― 초점 모드: 사진에 적합한 초점 모드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Redeye Reduction: 어두운 환경에서 플래시를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적목현상을 줄이려면 누르세요.
―― Manual Exposure: 노출 값을 수동으로 조절하려면 누르세요.
―― Manual White balance: 화이트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절하려면 누르세요.
―― Manual Focus: 초점 값을 수동으로 조절하려면 누르세요.
HDR 모드에서는 Continuous Shot, Color effect, Touch AF/AEC, Saturation, Contrast,
Sharpness, Select Auto Exposure Mode, 노출, 화이트 밸런스, 플래시 모드, 그리고 초점 모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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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동영상 설정

다양한 동영상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설정 메뉴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3

동영상 설정을 변경하려면 화면 우측 하단의 플래시 상태 아이콘을 누르거나 뷰파인더를 길게 누르세요.

2

을 누른 다음

>

을 누르세요.

을 선택해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세요.

•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간에 전환하려면
• 더 많은 동영상 설정을 보려면 ,

, 또는

을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 IS: 손 떨림 및 다른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 동영상이 흐려지는 현상을 감소시켜주는 IS(디지털 영상 흔들림
방지)를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시간 경과: 시간 경과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누르세요. 시간 간격을 설정하려면 시간 경과 기능을 켜세요.
―― 동영상 화질: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Video Encoder: 비디오 인코더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EF500R은 MPEG4, H263, 그리고 H264 동영상의
재생을 지원합니다.
―― Audio Encoder: 오디오 인코더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EF500R은 AMRNB 및 AAC 오디오 형식을
지원합니다.
―― Video duration: 동영상 시간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위치 저장: 기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각 동영상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 Color effect: 동영상에 색상 효과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Video HDR: 서로 다른 노출의 동영상을 여러 개 촬영하여 하나의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합쳐주는 HDR
기능을 사용하려면 을 누르세요.
―― 화이트 밸런스: 동영상에 가장 적합한 광원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Video High FrameRate: 높은 프레임 속도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누르세요. 더 높은 프레임 속도로
촬영되는 동영상은 움직임을 더 명확하게 담아냅니다.
―― 플래시 모드: 플래시를 켜거나 끄려면 확인란을 눌러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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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캘린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생성하거나, 보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홈 화면에 설정 위젯을 추가하여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추가하려면 계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쪽의
계정 을 참조하세요.

6.7.1 일정 생성하기
1
2
3
4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 일정, 일, 3일, 주 또는 월을 누르세요.

일, 3일 또는 주 보기에서 날짜나 시간을 눌러 선택한 다음 다시 눌러 일정을 추가하세요. 일정 또는 월 보기에서
일정을 추가하려는 경우, 날짜를 누르면 일 보기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시간을 누른 다음 다시 눌러 일정을 추가하세요.
모든 보기 모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선택하세요.

을 눌러서도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먼저

6.7.2 캘린더 보기 방식 변경하기
1

홈 화면에서

3

화면 우측 상단의 오늘 날짜

1

홈 화면에서

2

>

을 누른 다음 일정, 일, 3일, 주 또는 월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세요.

6.7.3 일정 보기
2
3
4

을 누르세요.

>

를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 일정, 일, 3일, 주 또는 월을 누르세요.

일정, 일, 3일 또는 주 보기에서 일정의 상세 내용을 보려면 일정을 누르세요. 주 보기에서 일정을 보려는 경우,
일정을 누르면 일 보기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일정의 상세 내용을 보려면 일정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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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일정 편집 및 삭제하기
1
2
3
4
5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 일정, 일, 3일, 주 또는 월을 누르세요.

일정, 일, 3일 또는 주 보기에서 일정의 상세 내용을 보려면 일정을 누르세요. 월 보기에서 일정을 보려는 경우,
일정을 누르면 일 보기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일정의 상세 내용을 보려면 일정을 누르세요.

을 눌러 일정을 편집한 다음 저장을 누르세요. 일정을 삭제하려면

6.7.5 캘린더 새로 고침 하기
1
2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일정을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한 다음

6.7.6 일정 검색하기
1
2

홈 화면에서

>

> 삭제를 누르세요.

> 새로고침을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 검색을 누른 다음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6.7.7 일정 동기화하기

기기에 Google 계정을 등록한 후 캘린더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등록하려면
>
>
계정을
누른 다음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하세요. Google 계정을 기기에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62쪽의
계정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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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시계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알람을 설정하거나, 세계 각지에 있는 도시의 현재 시각을 보거나, 타이머 또는
스톱워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2

3

4
5

1

6

7

8
번호 설명
1
2
3
4
5
6
7
8

알람
시계

타이머

스톱워치

추가 옵션

연결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위치의 현재 시각 밀 날짜
추가한 도시의 현재 시각 및 날짜
도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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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알람 및 시계

시계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람을 설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반복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알람이 울리게 할 요일을 선택하세요.

2
4
5

>

>

을 누르세요.

을 누른 다음 알람 시간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알람 벨소리를 변경하려면 기본 벨소리를 누르세요.

알람이 울리는 동안 진동이 울리게 하려면 진동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알람의 이름을 지정하려면 라벨을 누르세요.

알람을 삭제하려면

1

홈 화면에서

3

선택한 알람을 삭제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상자에서 실행취소를 누르세요.

2

삭제할 알람 >

>

2
3

홈 화면에서

>

도시를 추가하려면

>

2

을 누르세요.

을 누른 다음 추가할 도시의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을 눌러 저장하세요.

화면 보호기로 전환하려면

1

을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도시를 추가하려면

1

>

홈 화면에서

>

>

을 누르세요.

> 화면 보호기를 누르세요.

기기의 화면이 어두워지고 현재 시각이 표시됩니다.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화면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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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타이머
1

홈 화면에서

3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2

>

>

을 누르세요.

키패드를 눌러 기간을 지정하세요. 시, 분, 초 순으로 입력됩니다.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려면
을 누르세요.

타이머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라벨
+1'

설명

타이머를 일시 정지합니다.

일시 정지한 타이머를 다시 시작합니다.
타이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현재 남은 시간에 1분을 추가합니다.
타이머를 삭제합니다.

타이머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타이머를 검색하려면 위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6.8.3 스톱워치
1
2

홈 화면에서

>

>

을 누르세요.

스톱워치를 시작하려면 화면 중앙의 시계나

을 누르세요.

스톱워치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설명

스톱워치를 일시 정지합니다.
스톱워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랩 타임을 기록합니다.

스톱워치를 중지합니다.

결과를 공유합니다. 블루투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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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설정

다양한 시계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계 설정 메뉴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2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시계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탭에서

시계

> 설정을 누르세요.

• 종류: 시계 화면의 스타일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자동 기본 시간대 시계: 다른 표준 시간대에 있는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본 도시의 시계를 설정하려면 자동 기본
시간대 시계를 켜세요.
• 기본 시간대: 자신이 있는 지역의 표준 시간대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날짜 및 시간 변경: 날짜와 시각을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날짜 및 시간 설정과 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날짜와
시각을 변경하는 자세한 방법은 64쪽의 날짜 및 시간쪽의 날짜 및 시간 을 참조하세요.

알람
•
•
•
•
•
•

알람 해제 시간: 알람의 지속 기간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다시 울림 간격: 스누즈 간격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알람 볼륨: 알람의 음량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볼륨 점점 크게: 알람의 음량이 점점 커지도록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볼륨 버튼: 기기 측면의 볼륨 버튼을 다시 울림, 알람 해제, 또는 기능 없음 하도록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1주일 시작일: 새 주간이 시작하는 요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요일로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타이머

• 타이머 벨소리: 타이머 종료 시의 벨소리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볼륨 점점 크게: 타이머의 음량이 점점 커지도록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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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운로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을 누르세요. 파일 목록을 날짜 또는 크기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적절한
홈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파일이 열립니다.

6.10 계산기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수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을 누르세요. 일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숫자와 기능을 누르세요.

6.11 Google Apps

Google은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Google 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2쪽의 계정 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보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Help & feedback 메뉴를 참조하세요.

6.11.1 Chrome

정보를 검색하고 웹 페이지를 보세요

6.11.2 Gmail

Google Mail 서비스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고 받으세요.

6.11.3 Google

기기에서 인터넷 상의 항목을 빠르게 검색하세요.

6.11.4 지도

자신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거나, 장소를 검색하거나, 여러 장소의 위치 정보를 보세요.

6.11.5 Play 뮤직

기기에서 음악을 찾아내거나, 듣거나, 공유하세요.

6.11.6 Play 무비 & TV

기기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Play 스토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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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드라이브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에서든 접속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6.11.8 YouTube

동영상을 시청 또는 생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6.11.9 포토

기기에 저장한 사진, 앨범, 동영상을 관리하세요.

6.11.10 행아웃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채팅하고, 채팅하는 동안 이미지, 이모티콘, 영상 통화를 사용하세요.

6.11.11 문서

Word 문서를 생성 및 편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6.11.12 스프레드시트

Excel 문서를 생성 및 편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6.11.13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문서를 확인 및 편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6.11.14 음성 검색

키워드나 구를 말해서 항목을 빠르게 검색하세요.

6.11.15 Google 설정

Google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설정을 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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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기기를 구성하세요.

을 누르세요. 홈 화면에 설정 위젯을 추가하여 누를 수도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7.1 Wi-Fi
홈 화면에서

>

을 누른 다음 설정 메뉴에

Wi-Fi를 누르세요.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Wi-Fi를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 네트워크를 길게 누르면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상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추가하려면

> 네트워크 추가를 누르세요.

• 기기에 저장된 네트워크를 확인하려면

> 저장된 네트워크를 누르세요.

•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의 목록을 새로 고치려면

• Wi-Fi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7.2 블루투스
홈 화면에서

>

> 고급을 누르세요.

> 새로고침을 누르세요.

블루투스를 누르세요.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 하고 정보를 교환할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블루투스를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 페어링할 장치를 누르세요.
> 새로고침을 누르세요.

•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의 목록을 새로 고치려면

• 기기의 이름을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검색 목록에 기기가 나타나는 기간을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 블루투스를 통해 수신한 모든 파일을 보려면

7.3 Ethernet
홈 화면에서

>

> 기기 이름 변경을

> 받은 파일 보기를 누르세요.

Ethernet을 누르세요.

이더넷 기능을 활성화 하려면 Ethernet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이더넷 장치의 설정을 구성하려면 이더넷 기능을 활성화 한 후에 Ethernet configuration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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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IM 카드

이 메뉴에서 기기에 삽입된 두 개의 SIM 카드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세요.
홈 화면에서

>

SIM 카드를 누르세요.

• 각 SIM 카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CARD 1 또는 CARD 2를 활성화하세요.
• SIM 카드 이름, 통신사 등을 설정하려면 SIM 1 또는 SIM 2를 누르세요.
• 특정 옵션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SIM 카드를 지정하려면 셀룰러 데이터, 통화, 또는 SMS 메시지를 누르세요.
항상 확인, CARD 1, CARD 2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5 데이터 사용량
홈 화면에서

>

데이터 사용량을 누르세요.

메일 애플리케이션, GPS 등에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셀룰러 데이터를 켜세요.
• 설정된 제한 용량에 도달하면 기기가 셀룰러 데이터를 끄도록 설정하려면 셀룰러 데이터 한도 설정을 켜세요
화면의 그래프에 주황색 막대가 나타납니다.
•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데이터 제한을 누르세요.
• 이 설정 메뉴의 WI-FI 탭을 표시하려면
누르세요.

> 백그라운드

> Wi-Fi 표시를 누르세요. WI-FI 탭을 숨기려면 Wi-Fi 숨기기를

>
•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네트워크 제한을 누르세요.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용량이 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SUBS Settings를 구성하려면

> 이동통신망을 누르세요.

7.6 더보기

이 메뉴에서 다른 장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무선 및 네트워크 추가 설정을 변경하세요.
홈 화면에서

>

더보기를 누르세요.

•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를 시작하려면 누르세요. 비행기 모드가 활성화되면 모든 무선 및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본 SMS 앱: 기기에 있는 다양한 SMS 애플리케이션 중 기본으로 사용할 SMS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려면
누르세요.
• NFC: 두 기기를 근접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게 해 주는 NFC 기능을 켜려면 누르세요.
• Android Beam: NFC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 테더링 및 휴대용 핫스팟
―― USB 테더링: USB를 통해 데이터 연결을 컴퓨터와 공유하려면 USB 테더링을 사용하세요.
―― 휴대용 Wi-Fi 핫스팟: Wi-Fi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연결을 공유하려면 휴대용 Wi-Fi 핫스팟을 사용하세요.
휴대용 Wi-Fi 핫스팟 기능은 더 많은 배터리 전력을 필요로 하며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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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핫스팟 설정: Wi-Fi 핫스팟 설정을 지정하려면 누르세요.
―― 블루투스 테더링: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 연결을 컴퓨터와 공유하려면 블루투스 테더링을 사용하세요.
• VPN: VPN(가상사설망) 프로필을 구성 및 편집하고 VPN에 접속하려면

을 누르세요.

VPN을 사용하기 전에 화면 잠금 패턴, PIN, 또는 비밀번호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잠금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쪽의 보안 을 참조하세요.
• 이동통신망: SUBS Settings를 구성하세요.
• 모바일 요금제: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7.7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사용하여 화면 밝기 및 배경화면을 변경하거나, 화면 회전을 사용하거나, 절전 모드 전환 시간
을 설정하거나, 글꼴 크기를 변경하거나, 화면의 다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디스플레이를 누르세요.

• 밝기 수준: 슬라이더를 누른 후 움직여서 화면 밝기를 조절하세요.
• 밝기 자동 조절: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자연광의 밝기에 따라 기기가 자동으로 최적의 밝기로
조정합니다.
• 배경화면: 홈 화면의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라이브 배경화면: 기기에 설치된 애니메이션 배경화면 이미지
―― Photos: 기기의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진
―― 배경화면: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
• 절전 모드: 기기가 화면을 끄고 잠금 상태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화면 보호기: 기기가 잠겨있거나, 충전 중이거나, 잠금 상태에서 충전 중일 때 시계, 색상, 사진 프레임, 사진 표,
또는 포토를 보여주게 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 원하는 동작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이 기능을 언제 사용할지 설정하려면 시작하기 또는 화면 보호기 전환 시점을 누르세요.
• 글꼴 크기: 글꼴 크기를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 기기 회전 시: 누른 다음 화면 콘텐츠 회전 또는 현재 방향 유지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세요.
• 화면 전송: 미라캐스트 동글이나 크롬캐스트 동글이 감지되었을 때 기기의 화면을 TV 또는 유사한 장치에 보이게
하려면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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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리 및 알림

소리 설정을 사용하여 전화 벨소리나 시스템 알림음 음량 등과 같은 소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소리
•
•
•
•
•

>

소리 및 알림을 누르세요.

미디어 볼륨: 슬라이더를 누른 후 움직여서 미디어의 음량을 조절하세요.
알람 볼륨: 슬라이더를 누른 후 움직여서 알람의 음량을 조절하세요.
벨소리 볼륨: 슬라이더를 누른 후 움직여서 벨소리의 음량을 조정하세요.
전화 올 때 벨소리와 함께 진동: 전화 수신 시 진동을 울리게 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소리/진동 알림: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알림을 받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전화 및 알림 수신 시: 통화 도중 소리/진동 알림 옵션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일정 및 알림: 다른 알림이 도착했을 때 이 메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통화: 다른 알림이 도착했을 때 이 메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메시지: 다른 알림이 도착했을 때 이 메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통화/메시지 발신자: 통화 또는 메시지 도중 다른 알림이 도착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발신자 그룹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다운타임: 설정된 시간동안 선택한 알림에 대해서만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울리도록 설정하세요.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하려면 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알림 허용을 누르세요.
알람은 항상 알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전화 벨소리: 전화 수신 시 울릴 벨소리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벨소리를 들어보려면 해당 벨소리를 누르세요.
해당 벨소리를 지정하려면 확인을 누르세요. 해당 벨소리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다른 벨소리를 선택하거나 취소를
누르세요.
• 기본 알림 벨소리: 시스템 알림 시의 알림음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소리를 들어보려면 해당 소리를 누르세요.
해당 알림음을 지정하려면 확인을 누르세요. 해당 알림음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다른 알림음을 선택하거나 취소를
누르세요.
• 기타 소리: 벨소리나 알림음을 제외한 다른 소리를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다이얼패드 신호음: 키패드를 누를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화면 잠금 소리: 화면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터치음: 화면을 누를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터치 시 진동: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특정한 화면 상호 작용이 있을 때 진동이 울리도록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알림

• 기기가 잠겼을 때: 눌러서 기기가 잠겼을 때 알림을 표시하도록 선택하세요.
• 앱 알림: 눌러서 알림을 받지 않거나 알림 우선순위를 부여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세요.
• 알림 액세스: 알람 접근이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알림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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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저장소

내부 또는 SD 카드 저장소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SD 카드
지우기를 누르세요.
홈 화면에서

>

저장소를 누르세요.

7.10 배터리

배터리 설정을 사용하여 배터리 사용량을 모니터하세요.
홈 화면에서

>

배터리를 누르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충전 상태
• 배터리 전원 사용 시간
•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려면

> 배터리 세이버를 누르세요.

7.11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SD 카드, 실행 중 및 전체 탭에서 기기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
•
•
•
•

>

애플리케이션을 누르세요.

크기순 정렬: 애플리케이션을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하려면 누르세요.
이름순 정렬: 애플리케이션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려면 누르세요.
앱 환경설정 재설정: 애플리케이션 환경설정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려면 누르세요.
기본 설치 위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장소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캐시된 프로세스 표시: 애플리케이션의 캐시된 프로세스를 보려면 누르세요.
실행 중인 서비스 표시: 실행 중인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셔면 보려면 누르세요.

7.12 Peripheral Device

Peripheral Device 설정을 사용하여 DataWedge Mode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고 Key Scan/PTT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Peripheral Device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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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사용자

사용자 설정을 사용하여 기기의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사용자를 누르세요.

•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사용자 추가를 누르세요.
• 기기가 잠금 상태일 때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선택하세요.

을 누른 다음 기기가 잠긴 경우 사용자 추가 확인란을

7.14 위치

기기의 위치를 감지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홈 화면에서

>

위치를 누르세요.

• 모드: 눌러서 기기의 위치를 알아낼 방법을 GPS, Wi-Fi,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Qualcomm® IZat™ 하드웨어 등
중에서 선택하세요.

7.15 보안

보안 설정을 사용하여 잠금 화면을 설정하고 기기 보안을 위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화면 보안

>

보안을 누르세요.

• 화면 잠금
―― 없음: 화면을 항상 잠금 해제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 스와이프: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잠금 아이콘을 드래그합니다.
―― 패턴: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패턴을 그립니다.
―― PIN: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PIN을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패턴 표시: 패턴을 그릴 때 보이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자동 잠김: 기기가 화면을 끄고 잠금 상태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전원 버튼 즉시 잠금: 전원 버튼으로 기기를 즉시 잠그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패턴, PIN, 비밀번호 화면 잠금을 설정하면 위의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 소유자 정보
―― 화면 잠금에 소유자 정보 표시: 잠금 화면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려면 눌러서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표시할 문자를 입력하세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입력 필드는 비활성화됩니다.
• Smart Lock
―― 신뢰할 수 있는 기기: 블루투스 또는 NFC로 연결할 때 기기를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할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선택한 장소에 기기가 있을 때 잠금을 해제할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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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인식 잠금 해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을 추가하세요.
―― 음성 인식 잠금 해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신뢰할 수 있는 음성을 추가하세요.
―― 신체 활동 감지: 기기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잠금이 해제되도록 설정하세요. 기기가 다른 곳에 놓이면
감지되어 잠금이 설정됩니다.

암호화

• 휴대전화 암호화: 계정, 설정,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그 외의 파일을 암호화하려면 누르세요.
암호화를 위한 PIN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기기를 켤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기의 암호화를 해제하려면 공장 초기화를 해야만 합니다. 기기 암호화는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하기 전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암호화가 완료될 때까지 기기를 충전기에 연결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SIM 카드 잠금

• SIM 카드 잠금 설정: SIM 카드 또는 RUIM 카드를 PIN을 사용하여 잠그도록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비밀번호

• 비밀번호 표시: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 입력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숨기도록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보이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기기 관리

• 기기 관리자: 기기 관리자를 관리하려면 누르세요.
• 알 수 없는 소스: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자격증명 저장소

•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명: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CA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누르세요.
• SD 카드에서 설치: SD 카드에 있는 인증서를 설치하려면 누르세요.
• 자격증명 삭제: 모든 인증서를 삭제하려면 누르세요.

고급

• Trust Agent: Trust Agent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누르세요.
• 화면 고정: 화면 고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누르세요.
• 사용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앱: 사용 정보 허용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려면 누르세요.

7.16 계정

이 설정을 사용하여 기기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계정을 누르세요.

• 다른 계정을 추가하려면 계정 추가를 누르세요.
• 자동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면,

을 누른 다음 데이터 자동 동기화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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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언어 및 키보드

이 설정을 사용하여 언어나 입력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언어 및 키보드를 누르세요.

• 언어: 모든 메뉴 및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기본 언어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맞춤법 검사기: 맞춤법 검사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설정 및 언어를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개인 사전: 개인 사전을 보거나 사전에 단어를 추가하려면 누르세요.

키보드 및 입력 방법

• 현재 키보드: 현재 사용 중인 키보드를 보려면 누르세요. 다른 키보드를 선택하려면 키보드 선택을 누르세요.
• Google 키보드: Google 키보드 설정을 구성하려면 누르세요.
• Google 보이스 입력: Google 보이스 입력 설정을 구성하려면 누르세요.

음성

• 음성 입력: 기본 또는 강화된 보이스 입력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TTS 출력

―― 기본 엔진: 음성 합성 엔진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설정을 변경하려면

―― 말하는 속도: 텍스트를 읽어주는 속도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예제 듣기: 읽어주는 텍스트의 짧은 부분을 들어보려면 누르세요.

을 누르세요.

마우스/트랙패드

• 포인터 속도: 기기에 연결된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의 포인터 속도를 조절하려면 누른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이세요.

7.18 백업 및 초기화

이 설정을 사용하여 공장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백업 및 복원

>

백업 및 초기화를 누르세요.

• 내 데이터 백업: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Wi-Fi 비밀번호,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Google 서버에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백업 계정: 데이터를 백업할 계정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자동 복원: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하고 백업 설정 및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개인 데이터

• 공장 초기화: 모든 데이터를 기기의 내부 저장소에서 삭제하려면 휴대전화 초기화를 누르세요.
기기가 꺼지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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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날짜 및 시간

이 설정을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날짜 및 시간을 누르세요.

• 날짜/시간 자동설정: 날짜와 시간을 네트워크 제공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시간대 자동설정: 표준 시간대를 네트워크 제공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 날짜 설정: 날짜를 화면 캘린더에서 눌러서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서 캘린더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설정: 시간을 화면 시계에서 눌러서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누르세요.
• 표준시간대 선택: 표준 시간대를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24시간 형식 사용: 24시간 형식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켜세요. 이 옵션이 꺼져있으면 AM/PM 표기와 함께
12시간 형식을 사용합니다.

7.20 접근성

이 설정을 사용하여 기기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개인화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접근성을 누르세요.

• TalkBack: 기기가 맹인 및 시각 장애인을 돕는 음성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정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 스위치 액세스: 구성 가능한 키 조합으로 기기를 제어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 캡션: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언어, 글꼴 크기, 자막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대 동작: 화면을 세 번 눌러서 확대 및 축소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화면 내용을 세 번
길게 누르면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 큰 텍스트: 글꼴 크기를 크게 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켜세요.
• 고대비 텍스트: 텍스트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 글꼴 색상을 흑백으로 고정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켜세요.
• 전원 버튼으로 통화 종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종료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켜세요.
• 자동 화면 회전: 기기를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도록 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켜세요.
• 비밀번호 말하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기기가 크게 읽어주도록 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켜세요.
• 접근성 단축키: 접근성 기능을 접근성 바로 가기에서 빠르게 켤 수 있게 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 TTS 출력
―― 기본 엔진: 음성 합성 엔진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설정을 변경하려면

•
•
•
•

을 누르세요.

―― 말하는 속도: 텍스트를 읽어주는 속도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 예제 듣기: 읽어주는 텍스트의 짧은 데모를 들어보려면 누르세요.
길게 누르기 시간: 기기가 화면을 길게 누르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Touch Type: 장갑이나 펜과 같이 선호하는 기기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색상 전도: 화면의 색상을 반전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켜세요.
색보정: 색맹을 보완하려면 눌러서 이 옵션을 전환하세요. 색맹 유형에 따라 보정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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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

7.21 인쇄

이 설정을 사용하여 Wi-Fi 또는 클리우드 인쇄 기능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기기에서 바로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인쇄를 누르세요.

7.22 휴대전화 정보

이 설정을 사용하여 상태, 법률정보, 모델 번호, Processor info, Android 버전, 커널 버전, 그리고 빌드 번호와
같은 기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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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기기 사양
물리적 특징

크기(W x H x D)

88.75 x 166.5 x 28.9 mm

화면

5인치 HD 고릴라 글라스 3 디스플레이; 1280 x 720 픽셀

무게

배터리

확장 슬롯

SIM/SAM 슬롯
오디오
카메라

바코드 스캐너
GPS

성능 특징

360 g(배터리 포함)

충전식, 3.8 V, 6,400 mAh, 리튬이온

최대 64 GB의 이동식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고객 액세스용 마이크로
SD 슬롯
SIM 2개 / SAM 1개(NFC 애플리케이션용)

VoWWAN; VoWLAN; PTT 사용 가능;.
헤드폰 잭; 노이즈 소거 지원 이중 마이크; 유선 및 무선 헤드폰 지원
기본(후면): LED 플래시가 포함된 13 메가픽셀 자동 초점 카메라.
보조(전면): 1.3 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2D 영상기
통합 GPS

프로세서

1.2 GHz / 1.4 GHz 쿼드 코어 프로세서

시스템 메모리(옵션)

2 GB RAM

OS(옵션)

내장 저장소(옵션)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 특징

Android 5.1(Android 6.0 업그레이드 가능)
8 GB 또는 16 GB

도킹 커넥터, 마이크로 USB

내구성

TankSmith™ Technology

보관 온도

-25°C ~ 70°C

작동 온도
습도

-20°C ~ 60°C
95%, 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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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기기 사양
통신 옵션

WWAN Radio (옵션)

WLAN Radio(옵션)

WPAN Radio(옵션)

4G LTE, HSPA+/HSPA/UMTS, EDGE/GSM
LTE 1/3/5/8/ BW 10MHz
LTE 1 = QPSK_24dBm / 16QAM_22.5dBm
LTE 3 = QPSK_23dBm / 16QAM_23dBm
LTE 5 = QPSK_24dBm / 16QAM_24dBm
LTE 8 = QPSK_23dBm / 16QAM_23dBm
WCDMA 24dBm / HSUPA 22.5dBm

IEEE 802.11 a/b/g/n(Rigorous Security in Full Support: WPA, WPA2,.
802.1X,WEP,AES-CCMP,TKIP)
Bluetooth V4.0 LE

위에 나열되지 않은 사양이나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한 사양에 대해서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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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액세서리
거치대
•
•
•
•

1슬롯 충전 거치대: 핸드셋 충전 슬롯 한 개, 보조 배터리 충전 슬롯 한 개, micro USB 포트 한 개
4슬롯 충전 거치대: 핸드셋 충전 슬롯 네 개, 보조 배터리 충전 슬롯 네 개, micro USB 포트 한 개
1슬롯 이더넷 거치대: 핸드셋 충전 슬롯 한 개, 보조 배터리 충전 슬롯 한 개, micro USB 포트 한 개, 이더넷 포트
4슬롯 이더넷 거치대: 핸드셋 충전 슬롯 네 개, 보조 배터리 충전 슬롯 네 개, micro USB 포트 한 개, 이더넷 포트
충전 거치대를 사용하려면 전원 어댑터, AC 전원 플러그 및 AC 전원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및 배터리 커버
• 배터리: 6,400 mAh
• 배터리 커버

차량용 액세서리

• 차량용 충전기
• 차량용 고정 거치대

스캔 액세서리
• RFID 슬레드

휴대용 액세서리
• 가죽집
• 스트랩

스트랩을 구매하려면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기타 액세서리
•
•
•
•
•
•
•

스타일러스 펜
보호 필름
어댑터 플러그 또는 코드
직접 충전용 전원 어댑터 또는 충전용 크래들
권총식 손잡이
사용 설명서
간단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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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문제 해결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습니다.

• 기기와 충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충전 LED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하세요. 배터리 교체 보증 기간은 6개월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또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하는 무선 LAN이나 블루투스 같은 주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기가
평소보다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하세요.

기기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기기를 끄고 배터리를 꺼내세요. 기기와 배터리를 마른 장소에 놓으세요. 상당 기간 완전히 말린 다음, 기기를 다시
켜세요. 기기가 다시 켜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기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만질 수 없습니다.

신호가 불량하거나, 과도한 양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에는 보통 기기가 뜨거워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기가 다시 식어야 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 블루버드 한국 본사에 기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보낼 때에는 배송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블루버드가 배송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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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보증 및 지원
보증 인증서

㈜블루버드의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터리와 같은 액세서리의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하는 판매 목록과 일치하는 품목만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의 판매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배터리를 고객 부주의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청구됩니다.
제품명
모델명

구입 일자

EF500R

제조 번호
구입 장소
보증 기간

보증 정보

구입일로부터 1년

• ㈜블루버드(이하 블루버드)는 블루버드의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 결함에 대해 보증 기간 내에 알림을 받으면 블루버드는 보증 정책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
•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없는 경우 블루버드는 결함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구입 가격을 환불해야 합니다.
• 블루버드는 고객으로부터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을 때까지 수리, 교체, 또는 환불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체
제품은 성능 면에서 신제품과 동등해야 합니다.
• 블루버드 제품에는 성능 면에서 신제품과 동등한 재활용 제품, 구성요소, 또는 자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보증은 프로그래밍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블루버드는 중단 또는 오류
없는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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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보증 및 지원
고객 지원

AS를 요청하기 전에 기기의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당사에서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접수된 제품의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데이터의 분실 또는 삭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 코오롱디지털타워 1103호
(우08390)
• 팩스: +82-2-6499-2242
• 이메일: rma@bluebirdcorp.com
• 영업 시간: 9:30 a.m. - 6:30 p.m. (그리니치 표준시: +9시간)

고객 서비스 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휴무입니다.

AS 서비스 등록

• 당사는 원칙적으로 우편, 택배, 직접 내방을 통해서만 AS 서비스 제품을 받습니다.
• 블루버드 또는 공인 블루버드 대리점 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AS를 요청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 AS 서비스를 위해 구매 증명서 또는 제품 영수증을 동봉해 주세요.
•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이름, 전화 번호, 주소 및 증상을 동봉해 주세요.
• 공인 블루버드 딜러 또는 본사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AS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라벨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지 마세요.
• 라벨이 손상된 경우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받기 위해 블루버드에 제품을 반환할 경우 보호 상자에 제품을 넣어 주세요.
• 배송 중에 발생하는 손상은 보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상자 및 보호 덮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제품을 안전한 방법으로 배송하세요. 블루버드는 배송 중 제품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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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보증 및 지원
유료 서비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S 서비스 요청 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 고객의 부적절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
―― PIN 번호 분실
――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오버클럭, 시스템 입력의 강제 변경, 개인적인 개발)
• 고객에 인한 결함
――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결함(낙하, 침수, 충격, 손상, 비정상적 조작 등)
―― 비공인 기술자의 수리로 인한 결함
―― 고객의 의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결함
―― 부정 부품 또는 구성 요소의 사용으로 인한 결함
• 기타 경우
―― 자연 재해로 인한 결함(화재, 바람, 홍수 등으로 인한 손상)
―― 액세서리는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어댑터 등의 액세서리는 6개월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 유료 서비스 후 수리 규정
수리한 부품에 동일한 결함이 1개월(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봉인된 제품의 봉인을 제거한 경우
• 고객의 부주의한 사용 또는 자연재해(홍수, 강우, 화재 등)로 인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
• 제품 또는 기타 구성 요소의 분실(설명서, 연결 케이블 등)
• DOA(도착 시 이미 파손) 정책.
제품이 DOA(도착 시 이미 파손)인 경우 또는 구매 후 30일 이내(DOA 기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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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 고객 서비스
영업 시간

월요일 ~ 금요일 9:30 A.M. ~ 6:30 P.M.
(그리니치 표준시: +9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센터 휴무입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 코오롱디지털타워 1103호
(우08390)

블루버드는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