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전에‘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히 사용해 주세요. (1쪽, 234쪽 참조)

사용설명서의 모든 내용과 CD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애니콜랜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SCH-M400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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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상세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34쪽 참조)

1

경 고

운전중 M400을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지켜 주십시오. 

●운전중 꼭 통화를 할 경우 핸즈프리나
이어마이크폰을 사용한 간단한 통화를 권장합니다.

●상황이 허락치 않으면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후 통화하십시오.

● 사용을 잘못하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폭파 위험 지역에서는 M400을 끄세요.
●폭파 위험 지역내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시사항과
신호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 중에는 M400을 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행기 탑승시에는 M400을 끄세요.
●휴대폰의 전자파가 비행기의 전자 운항기기에

향을 주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내에서는 M400을 끄세요.
●해당병원의 규정이나 규칙을 따라주십시오.
●의료기기는 휴대폰의 전자파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M400을 끄세요.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파상의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 주의 하십시오.
●배터리를 파손시키거나, 강한충격, 가열, 침수, 높은
온도 노출 (예 : 찜질방, 숯가마 등), 송곳 등으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어린아이나 애완 동물들이 빨거나 물어
뜯지 않도록 하세요.

●비정품 배터리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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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휴대폰의 전자파 관련 정보를 알아두세요.
●휴대폰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고주파 에너지
(RF에너지)를 송, 수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대한 안전
기준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 시
삼성에서 승인한 휴대용 악세사리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지 않은 악세사리를 사용할 경우 전자파
관련 기준을 위배하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을 잘못하면 사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물질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올바른 안테나 사용법을 알아두세요.
●안테나가 있는 폰인 경우 휴대폰을
일반전화기와 같이 잡고 안테나를 어깨 위로
똑바로 세워서 사용하세요.

●M400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안테나를
되도록 만지지 마세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절대로 개조, 분리, 혹은
수리하지 마세요.
●수리는 반드시 삼성전자 지정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세요.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요.
그렇지 않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공 장소에서는 M400을 끄세요.
●공연장이나 화관 등의 공공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M400, 배터리, 충전기 등을 열기구(난로, 전자렌지 등) 
속에 넣거나 가까이 두지 마세요.
●변형, 폭발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악세사리와 배터리는 삼성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것만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M400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400에 저장된 데이터는 별도 보관하세요.
● 저장된 번호, 받은 메일과 메시지, 각종 파일 등은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손상될 수 있고, 제품을
수리하거나 리셋하면 완전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하거나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유실로 인한 피해는 제품 제조업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 간 충돌로 인하여 오동작
할 경우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주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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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열기 ‐‐‐‐‐‐‐‐‐‐‐‐‐‐‐‐‐‐‐‐‐ 107

새 일정 만들기 ‐‐‐‐‐‐‐‐‐‐‐‐‐‐‐‐‐‐‐‐ 108

일정 보기‐‐‐‐‐‐‐‐‐‐‐‐‐‐‐‐‐‐‐‐‐‐‐‐‐ 109

일정 수정하기 ‐‐‐‐‐‐‐‐‐‐‐‐‐‐‐‐‐‐‐‐‐ 111

일정 지우기 ‐‐‐‐‐‐‐‐‐‐‐‐‐‐‐‐‐‐‐‐‐‐‐ 112

일정 적외선 전송하기‐‐‐‐‐‐‐‐‐‐‐‐‐‐‐ 112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12

4장 전화 사용하기

5장 프로그램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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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보기 (계속)

작업 ‐‐‐‐‐‐‐‐‐‐‐‐‐‐‐‐‐‐‐‐‐‐‐‐‐‐‐‐‐‐‐‐ 113

프로그램 열기 ‐‐‐‐‐‐‐‐‐‐‐‐‐‐‐‐‐‐‐‐‐ 113

새 작업 만들기 ‐‐‐‐‐‐‐‐‐‐‐‐‐‐‐‐‐‐‐‐ 114

새 작업 빨리 만들기‐‐‐‐‐‐‐‐‐‐‐‐‐‐‐‐ 115

작업 확인하기 ‐‐‐‐‐‐‐‐‐‐‐‐‐‐‐‐‐‐‐‐‐ 115

작업 완료하기 ‐‐‐‐‐‐‐‐‐‐‐‐‐‐‐‐‐‐‐‐‐ 116

작업 수정하기 ‐‐‐‐‐‐‐‐‐‐‐‐‐‐‐‐‐‐‐‐‐ 116

작업 지우기 ‐‐‐‐‐‐‐‐‐‐‐‐‐‐‐‐‐‐‐‐‐‐‐ 117

작업 적외선 전송하기‐‐‐‐‐‐‐‐‐‐‐‐‐‐‐ 117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17

받은 편지함 ‐‐‐‐‐‐‐‐‐‐‐‐‐‐‐‐‐‐‐‐‐‐‐‐ 118

프로그램 열기 ‐‐‐‐‐‐‐‐‐‐‐‐‐‐‐‐‐‐‐‐‐ 118

내 메일 서비스로 메일 보내기/받기‐‐‐ 119

액티브싱크로 메일 보내기/받기 ‐‐‐‐‐‐ 124

받은 편지에 답장하기‐‐‐‐‐‐‐‐‐‐‐‐‐‐‐ 126

받은 편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 126

메일 지우기 ‐‐‐‐‐‐‐‐‐‐‐‐‐‐‐‐‐‐‐‐‐‐‐ 127

내 문자 메시지 편집하기‐‐‐‐‐‐‐‐‐‐‐‐ 127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28

인터넷 익스플로러 ‐‐‐‐‐‐‐‐‐‐‐‐‐‐‐‐‐‐‐‐‐ 130

프로그램 열기 ‐‐‐‐‐‐‐‐‐‐‐‐‐‐‐‐‐‐‐‐‐ 130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기‐‐‐‐‐‐‐‐‐‐‐‐‐ 131

인터넷 사이트 사용하기‐‐‐‐‐‐‐‐‐‐‐‐‐ 132

즐겨찾기 사용하기 ‐‐‐‐‐‐‐‐‐‐‐‐‐‐‐‐‐ 133

열어본 사이트 다시 열기‐‐‐‐‐‐‐‐‐‐‐‐ 134

사이트 주소 전자 메일로 보내기 ‐‐‐‐‐ 135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35

MSN 메신저 ‐‐‐‐‐‐‐‐‐‐‐‐‐‐‐‐‐‐‐‐‐‐‐‐‐ 137

프로그램 열기 ‐‐‐‐‐‐‐‐‐‐‐‐‐‐‐‐‐‐‐‐‐ 137

내 계정 등록하기 ‐‐‐‐‐‐‐‐‐‐‐‐‐‐‐‐‐‐ 138

로그인/로그아웃하기‐‐‐‐‐‐‐‐‐‐‐‐‐‐‐‐ 138

대화상대 추가/삭제하기‐‐‐‐‐‐‐‐‐‐‐‐‐ 139

메시지 보내기 ‐‐‐‐‐‐‐‐‐‐‐‐‐‐‐‐‐‐‐‐‐ 140

내 문자 메시지 편집하기‐‐‐‐‐‐‐‐‐‐‐‐ 141

메시지 받기 ‐‐‐‐‐‐‐‐‐‐‐‐‐‐‐‐‐‐‐‐‐‐‐ 142

대화상대 차단/해제하기‐‐‐‐‐‐‐‐‐‐‐‐‐ 142

나를 대화 상대로 초대한 상대방 보기‐ 143

내 상태 바꾸기 ‐‐‐‐‐‐‐‐‐‐‐‐‐‐‐‐‐‐‐‐ 144

대화명 바꾸기 ‐‐‐‐‐‐‐‐‐‐‐‐‐‐‐‐‐‐‐‐‐ 144

메시지 관리‐‐‐‐‐‐‐‐‐‐‐‐‐‐‐‐‐‐‐‐‐‐‐‐‐‐‐ 145

새 메시지 받기 ‐‐‐‐‐‐‐‐‐‐‐‐‐‐‐‐‐‐‐‐ 145

문자 메시지 보내기 ‐‐‐‐‐‐‐‐‐‐‐‐‐‐‐‐ 146

명함 작성해 보내기 ‐‐‐‐‐‐‐‐‐‐‐‐‐‐‐‐ 147

받은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 148

보낸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 150

보류된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 151

받은 음성 메시지 정보 확인하기 ‐‐‐‐‐ 152

메시지 목록 전체 지우기‐‐‐‐‐‐‐‐‐‐‐‐ 153

수신/발신 메시지 횟수 삭제하기 ‐‐‐‐‐ 153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53

윈도우 미디어‐‐‐‐‐‐‐‐‐‐‐‐‐‐‐‐‐‐‐‐‐‐‐‐‐ 154

프로그램 열기 ‐‐‐‐‐‐‐‐‐‐‐‐‐‐‐‐‐‐‐‐‐ 154

제품에 윈도우 미디어 파일 복사하기‐‐ 155

저장한 음악/동 상 파일 재생하기‐‐‐‐ 156

인터넷에 있는 음악 파일 재생하기‐‐‐‐ 156

재생 도구 사용하기 ‐‐‐‐‐‐‐‐‐‐‐‐‐‐‐‐ 157

재생 목록 사용하기 ‐‐‐‐‐‐‐‐‐‐‐‐‐‐‐‐ 158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60

게임 (카드놀이) ‐‐‐‐‐‐‐‐‐‐‐‐‐‐‐‐‐‐‐‐‐‐‐ 162

계산기 ‐‐‐‐‐‐‐‐‐‐‐‐‐‐‐‐‐‐‐‐‐‐‐‐‐‐‐‐‐‐ 163

백업 ‐‐‐‐‐‐‐‐‐‐‐‐‐‐‐‐‐‐‐‐‐‐‐‐‐‐‐‐‐‐‐‐‐ 164

백업하기‐‐‐‐‐‐‐‐‐‐‐‐‐‐‐‐‐‐‐‐‐‐‐‐‐‐ 164

복구하기‐‐‐‐‐‐‐‐‐‐‐‐‐‐‐‐‐‐‐‐‐‐‐‐‐‐ 166

백업 예약하기 ‐‐‐‐‐‐‐‐‐‐‐‐‐‐‐‐‐‐‐‐‐ 167

PIM 데이터베이스 자동 백업하기 ‐‐‐‐‐ 168

5장 프로그램사용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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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보기 (계속)

포켓 엑셀 ‐‐‐‐‐‐‐‐‐‐‐‐‐‐‐‐‐‐‐‐‐‐‐‐‐‐‐‐ 169

프로그램 열기 ‐‐‐‐‐‐‐‐‐‐‐‐‐‐‐‐‐‐‐‐‐ 169

새 파일 만들기 ‐‐‐‐‐‐‐‐‐‐‐‐‐‐‐‐‐‐‐‐ 170

작성한 파일 열기 ‐‐‐‐‐‐‐‐‐‐‐‐‐‐‐‐‐‐ 173

파일 이름/위치 바꾸기‐‐‐‐‐‐‐‐‐‐‐‐‐‐ 173

파일 지우기 ‐‐‐‐‐‐‐‐‐‐‐‐‐‐‐‐‐‐‐‐‐‐‐ 173

파일 적외선 전송하기‐‐‐‐‐‐‐‐‐‐‐‐‐‐‐ 174

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하기 ‐‐‐‐‐‐‐‐‐‐ 174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75

포켓 워드 ‐‐‐‐‐‐‐‐‐‐‐‐‐‐‐‐‐‐‐‐‐‐‐‐‐‐‐‐ 176

프로그램 열기 ‐‐‐‐‐‐‐‐‐‐‐‐‐‐‐‐‐‐‐‐‐ 176

새 파일 만들기 ‐‐‐‐‐‐‐‐‐‐‐‐‐‐‐‐‐‐‐‐ 177

작성한 파일 열기 ‐‐‐‐‐‐‐‐‐‐‐‐‐‐‐‐‐‐ 181

파일 이름/위치 바꾸기‐‐‐‐‐‐‐‐‐‐‐‐‐‐ 181

파일 지우기 ‐‐‐‐‐‐‐‐‐‐‐‐‐‐‐‐‐‐‐‐‐‐‐ 181

파일 적외선 전송하기‐‐‐‐‐‐‐‐‐‐‐‐‐‐‐ 182

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하기 ‐‐‐‐‐‐‐‐‐‐ 182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183

TV ‐‐‐‐‐‐‐‐‐‐‐‐‐‐‐‐‐‐‐‐‐‐‐‐‐‐‐‐‐‐‐‐‐ 184

TV 안테나 연결하기 ‐‐‐‐‐‐‐‐‐‐‐‐‐‐‐‐ 184

TV 켜기 ‐‐‐‐‐‐‐‐‐‐‐‐‐‐‐‐‐‐‐‐‐‐‐‐‐‐ 185

TV 끄기 ‐‐‐‐‐‐‐‐‐‐‐‐‐‐‐‐‐‐‐‐‐‐‐‐‐‐ 185

TV 버튼 설명 보기 ‐‐‐‐‐‐‐‐‐‐‐‐‐‐‐‐‐ 185

TV 보기 ‐‐‐‐‐‐‐‐‐‐‐‐‐‐‐‐‐‐‐‐‐‐‐‐‐‐ 186

TV 보기 환경‐‐‐‐‐‐‐‐‐‐‐‐‐‐‐‐‐‐‐‐‐‐ 188

채널 저장/삭제하기 ‐‐‐‐‐‐‐‐‐‐‐‐‐‐‐‐ 190

TV 화면 저장하기 ‐‐‐‐‐‐‐‐‐‐‐‐‐‐‐‐‐‐ 190

카메라 ‐‐‐‐‐‐‐‐‐‐‐‐‐‐‐‐‐‐‐‐‐‐‐‐‐‐‐‐‐‐ 191

프로그램 열기 ‐‐‐‐‐‐‐‐‐‐‐‐‐‐‐‐‐‐‐‐‐ 191

사진 찍기‐‐‐‐‐‐‐‐‐‐‐‐‐‐‐‐‐‐‐‐‐‐‐‐‐ 191

사진 품질 선택하기 ‐‐‐‐‐‐‐‐‐‐‐‐‐‐‐‐ 193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진 보기 ‐‐‐‐‐‐‐‐ 195

사진에 음성/문자 메모 넣기 ‐‐‐‐‐‐‐‐‐ 198

사진 지우기 ‐‐‐‐‐‐‐‐‐‐‐‐‐‐‐‐‐‐‐‐‐‐‐ 199

사진 파일 정보 보기‐‐‐‐‐‐‐‐‐‐‐‐‐‐‐‐ 199

사진 이름/위치 바꾸기‐‐‐‐‐‐‐‐‐‐‐‐‐‐ 200

바탕 화면으로 선택하기‐‐‐‐‐‐‐‐‐‐‐‐‐ 200

사진 적외선 보내기 ‐‐‐‐‐‐‐‐‐‐‐‐‐‐‐‐ 200

전자 메일에 사진 첨부하기 ‐‐‐‐‐‐‐‐‐‐ 201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201

리모컨 ‐‐‐‐‐‐‐‐‐‐‐‐‐‐‐‐‐‐‐‐‐‐‐‐‐‐‐‐‐‐‐ 203

리모컨 켜기 ‐‐‐‐‐‐‐‐‐‐‐‐‐‐‐‐‐‐‐‐‐‐‐ 203

리모컨 등록하기 ‐‐‐‐‐‐‐‐‐‐‐‐‐‐‐‐‐‐‐ 203

TV 리모컨 사용하기 ‐‐‐‐‐‐‐‐‐‐‐‐‐‐‐‐ 205

VTR 리모컨 사용하기 ‐‐‐‐‐‐‐‐‐‐‐‐‐‐‐ 206

DVD 리모컨 사용하기‐‐‐‐‐‐‐‐‐‐‐‐‐‐‐ 206

오디오 리모컨 사용하기‐‐‐‐‐‐‐‐‐‐‐‐‐ 207

에어콘 리모컨 사용하기‐‐‐‐‐‐‐‐‐‐‐‐‐ 207

음성인식 ‐‐‐‐‐‐‐‐‐‐‐‐‐‐‐‐‐‐‐‐‐‐‐‐‐‐‐‐‐ 208

음성인식 실행하기 ‐‐‐‐‐‐‐‐‐‐‐‐‐‐‐‐‐ 208

음성인식 명령어 ‐‐‐‐‐‐‐‐‐‐‐‐‐‐‐‐‐‐‐ 209

음성인식 환경 설정하기‐‐‐‐‐‐‐‐‐‐‐‐‐ 211

음성인식 도움말 사용하기 ‐‐‐‐‐‐‐‐‐‐‐ 212

권장 필기 순서 익히기 ‐‐‐‐‐‐‐‐‐‐‐‐‐‐‐‐‐ 214

Any2PPC 프로그램 사용하기‐‐‐‐‐‐‐‐‐‐‐‐ 217

내 장치 최적화하기 ‐‐‐‐‐‐‐‐‐‐‐‐‐‐‐‐‐‐‐‐ 221

리셋하기 (초기화하기) ‐‐‐‐‐‐‐‐‐‐‐‐‐‐‐‐‐ 225

배터리에 관하여‐‐‐‐‐‐‐‐‐‐‐‐‐‐‐‐‐‐‐‐‐‐‐ 227

고장 같다고요?‐‐‐‐‐‐‐‐‐‐‐‐‐‐‐‐‐‐‐‐‐‐‐‐ 229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상세편) ‐‐‐ 234

별매품 ‐‐‐‐‐‐‐‐‐‐‐‐‐‐‐‐‐‐‐‐‐‐‐‐‐‐‐‐‐‐‐ 240

규격 및 특성‐‐‐‐‐‐‐‐‐‐‐‐‐‐‐‐‐‐‐‐‐‐‐‐‐‐ 241

5장 프로그램 사용하기 (계속)

6장 부록

01장_준비하기-3  2004.2.5 6:28 PM  페이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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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례 보기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1장_준비하기-3  2004.2.5 6:28 PM  페이지7



8

1장 준비하기

구성품 확인하기 ....................................... 9

제품 알아두기 .......................................... 10

배터리 끼우기/빼기 ................................... 12

배터리 충전하기 ....................................... 13

처음 설정 따라하기 ................................... 16

처음 구입해 포장을 푼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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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확인하기
만약 빠진 것이 있다면 구입한 곳에 문의하세요.
사용설명서에 표시한 그림은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SCH-M400 탁상용 충전기
(데이터 통신 케이블 포함)

여행용 충전기 배터리
(표준형/대용량)

TV 안테나

이어마이크폰
(TV 안테나 기능 포함)

가죽 케이스 스타일러스 CD-ROM
(사용설명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 등 포함)

간단한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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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알아두기

적외선 포트

스피커

카메라
렌즈

메모리 카드
(SD 카드)
확장 슬롯

마이크

단축 버튼
(11쪽 참조)

터치 스크린

전화기
전원 버튼

PDA 
전원 버튼

램프

리셋

충전기/데이터 통신
케이블 연결하는 곳

이어마이크폰
연결하는 곳

녹음 버튼

음량 버튼

배터리

스타일러스
보관하는 곳

각 부분 이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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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알아두기 (계속)

짧게 누르면 터치 스크린 조명을 켜고 끕니다.
길게 누르면 PDA 전원을 켜고 끕니다.

(음량 버튼)
스피커 소리 크기를 조절합니다.
(통화중) 상대방 소리 크기를 조절합니다.
(TV 보는중) TV 소리를 조절합니다.

원터치 프로그램 버튼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28쪽 참조)

: MITs런쳐 열기

: 일정 프로그램 열기

: 연락처 프로그램 열기

: NATE 프로그램 열기

짧게 누르면 전화 프로그램을 엽니다.
길게 누르면 전화기 전원을 켜고 끕니다.

(통화 버튼)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누르세요.
대기 상태에서 누르면‘전화’프로그램을 엽니다.

(종료 버튼) 전화를 끊을 때 누릅니다.

(상, 하, 좌, 우 버튼) 
기능 또는 항목을 검색할 때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을 열거나 현재 상태를 설정할 때 누릅니다.

(녹음 버튼)
짧게 누르면 메모 녹음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길게 누르고 있는 동안만 녹음이 진행됩니다.

버튼 설명



12

배터리끼우기/빼기

배터리 끼우기 배터리 빼기

배터리를 뒷면의 홈에
그림과 같이 맞춥니다.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빼내세요.

화살표 방향으로‘찰깍’소리가
날 때까지 어 주세요.

분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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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충전하기
처음 구입시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히 충전한 후 사용하세요.

탁상용 충전기로 충전하기

여행용 충전기의 한쪽 끝을 탁상용 충전기
뒷면에 연결하고 전원 플러그는 220V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❷ 제품을 앞쪽 충전구에 끼웁니다.

제품 밑면 연결 컨넥터
부분을 충전기
컨넥터에 끼웁니다.

컨넥터

충전구에 끼울 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장착하면
컨넥터 부분이 잘못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앞쪽 충전 표시등

● : 충전 중

● : 충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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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충전하기 (계속)

❸ 배터리는 뒷쪽 충전구에 넣습니다. 충전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충전이 끝나면)

220V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충전이 끝난 배터리와 제품을 꺼내세요.
필요에 따라 여행용 충전기를 탁상용 충전기에서
분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외장 배터리 외에 제품 내부에 내장된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외장 배터리가
방전된 후 제품에 저장한 데이터를 약 30분 정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장/내장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면 제품에 저장한 데이터와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삭제되므로 미리 충전하거나
ActiveSync를 이용해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세요.
(3장 액티브싱크 사용하기 52쪽 참조)

● 내장된 배터리는 외장 배터리가 충전중일 때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는
약 24시간 정도 충전해야 완전히 충전됩니다.

충전에 관하여

배터리 충전 표시등

● : 충전 중

● : 충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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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충전하기 (계속)

여행용 충전기로 충전하기

여행용 충전기의
한쪽 끝을 외부 컨넥터에
연결합니다.

❷ 여행용 충전기의 전원 플러그를
220V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❸ 충전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충전 완료되면) 케이블을 제품에서
빼냅니다.

PUSH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빼냄

충전 표시등

● : 충전 중

● : 충전 완료

배터리를 거의 다 쓰게되면
‘주 배터리 부족’풍선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른 후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만약 계속 사용하면‘주 배터리 매우 부족’
풍선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른 후
바로 충전하세요.

완전히 방전 되면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 화면이 나타났을 때 바로
충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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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정 따라하기
제품을 처음 켰을 때 또는 제품을 처음 상태로 초기화한 후에는 처음 설정 상태가 됩니다.
화면 지시를 따라하세요.

스타일러스를 빼냅니다.

❷ 전원이 꺼져 있다면 제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❸ Pocket PC 2002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타일러스로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릅니다.

❹ 화면 맞춤 상태가 됩니다. 스타일러스로
화면의 십자 표시 중앙을 차례로 따라 누릅니다.

사용중에 스타일러스로 화면을 눌 을 때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으면 설정 폴더에 있는
‘화면 맞춤’을 실행하세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면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232쪽 참조)

스타일러스 사용 방법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읽고 [다음]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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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설정따라하기 (계속)

❻ 팝업 사용 방법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 방법 예를 따라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위치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르세요.

❾ 설정이 끝났습니다.
전화기 전원이 켜지면서 대기 화면인 오늘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품을 사용하다가 하드 리셋을 하게 되면 처음 설정 상태가 됩니다. 
❹번에서 좌표를 조정한 후 이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늘 화면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사용 방법’화면이 나타났을 때 제품 앞면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타일러스로 화면을 길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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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본 익히기

스타일러스 동작 익히기 ............................. 19
오늘 화면 ................................................ 20
프로그램 사용하기 .................................... 24
문자 입력하기 .......................................... 32
적외선 사용하기 ....................................... 37
파일 찾기 ................................................ 40
파일 탐색하기 .......................................... 41
내 환경으로 맞추기 ................................... 42
알람 사용하기 .......................................... 49
도움말 보기 ............................................. 51

이 제품의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익혀두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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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스동작익히기
M400은 터치 스크린에서 누르기, 누르고 있기, 드래그하기의 스타일러스 조작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미리 연습하세요.

누르기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선택할 항목을 누릅니다.

해당 기능의 팝업 메뉴를 열 때
메뉴가 열릴 때까지 길게 누릅니다.

여러 항목을 선택할 때 선택할
처음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끝 부분까지 끌고갑니다. 
(컴퓨터에서 마우스 드래그 역할)

누르고 있기 드래그하기

스타일러스 보관 장소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누를 때는 반드시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세요. 터치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눌러
지문이 묻거나 끝이 뾰족한 펜으로 누르면 화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를
잃어 버렸을 때는 별매품 스타일러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별매품 2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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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화면
처음 켰을 때 또는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켜면 오늘 화면이 나타납니다.
윈도우의 바탕 화면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작 부분을 눌러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
다른 프로그램 상태에서 오늘 화면을 열 때는 (시작 메뉴 실행 아이콘) [오늘]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작 메뉴를 열 때
누릅니다.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내 정보 표시)
내 정보를 입력할 때 누르세요. 
‘소유자 정보’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소유자 정보 바꾸기 42쪽 참조) 

(오늘 날짜 표시)
날짜와 시간을 바꿀 때 누르세요.
‘시계’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날짜 시간 바꾸기 43쪽 참조)

만들기에서 새로 만들기할
항목을 눌러 간단하게 새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기 항목 바꾸기 25쪽 참조)

오늘 일정, 새 메시지 개수, 
오늘 작업을 표시합니다.
(표시 항목 바꾸기 23쪽 참조)

1. 표시 아이콘 자리
(21쪽 참조) 2. 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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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화면 (계속)

1. 표시아이콘설명 2. 시간표시

시간을 짧게 누르면 현재 날짜와 시간, 배터리 용량, 
다음 약속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배터리 양 표시

: 충분
: 부족
: 매우 부족
(즉시 충전 요망)

배터리 충전중

전화기가 켜져 있으며
통화 가능한 상태

전화기 꺼짐

전화기가 켜져 있으나
통화 불가능한 상태

전화 거는 중 또는
받는 중

문자 메시지 도착

MSN 메시지 도착

음성 메시지 도착

스피커 꺼짐

스피커 켜짐

진동 상태 (소리 안남)

액티브싱크 시작 또는 끝

인터넷 연결중

시간을 길게 누르면 시계 종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알림 상황이 여러 가지이면 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 잔량은 [설정] [시스템]을 차례로 누른 후 [전원]을 눌러
전원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잔량입니다. (배터리 부족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어도 계속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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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화면 (계속)

그림 파일을 사용하려면‘이 그림을 배경으로
사용’을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그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목록에서
원하는 그림 파일을 누르세요.

선택 후 항목을 바꾸려면 번으로 가고 바로 끝내려면
번으로 가세요.

원하는 테마 항목을
선택하세요. 오늘 화면

테마 파일은 *.TSK 형식
입니다. PDA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테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이미지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은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제품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67쪽 참조)

선택한 테마 파일을 다른 Pocket PC 
사용자에게 적외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적외선 보내기 39쪽 참조)

선택한 테마 파일을
삭제할 때 누르세요.

JPG 형식의 그림 파일을 선택하면 배경 화면이 흐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경 화면/구성 항목 바꾸기

화면이 꺼져 있다면 제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오늘]을 차례로 누릅니다.

테마 파일을 선택해 배경 화면을 선택하려면
번으로 가고, 그림 파일을 선택해 배경 화면을
선택하려면 번으로 가세요.

테마 파일을 사용하려면 테마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 후 항목을 바꾸려면 번으로 가고 바로 끝내려면
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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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화면 (계속)

[항목] 탭을 누릅니다.

표시 항목과 위치, 오늘 화면 표시 시간을 선택하세요.

배경 화면용 파일

배경 화면용으로 제작한 각종 테마용
파일 확장자는 .TSK입니다. Pocket PC 
화면에 가장 알맞게 제작한 파일들이므로
화면에 예쁘게 배경 그림을 깔려면 TSK 
파일을 사용하세요. Pocket PC용 배경 화면
파일은 각종 PDA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TSK 파일을 적용한 오늘 화면

.JPG 이미지를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찍은
사진은 *.JPG 형식으로 저장하므로 찍은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릅니다.

체크한 항목만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을 항목이 있다면
체크 부분을 눌러

해제하세요.

일정한 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오늘 화면을 켜는
시간을 바꾸려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켜려면 체크 부분을 눌러 해제하세요.

위치를 바꿀 때는 바꿀 항목을
선택하고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누르세요.

일정 또는 작업은 옵션을 선택해
해당 항목의 표시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션 화면을 열어
선택한 후 화면 오른쪽 위의
[ok]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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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메뉴 사용하기

(시작 메뉴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프로그램 아이콘이나 이름을 눌러 프로그램을 열 수 있으며 시작 메뉴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메모 프로그램을 연 경우)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할
프로그램을 눌러 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 바꾸기 25쪽 참조)

그 밖에 제품에 설치한
다른 프로그램을 열 때는

프로그램 폴더를 누르세요.

최근에 열었던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다시 열 때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누르세요.

프로그램사용하기

▶

여러가지 환경 설정
프로그램을 열 때는 설정
폴더를 누르세요.

▼를 누르면 다른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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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용하기 (계속)

시작 메뉴에 표시할 프로그램 종류를 바꾸거나 만들기 항목에
포함할 항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차례로 누릅니다.

시작 메뉴에 표시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모두 9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개 이상을 선택하면 경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들기] 탭을 누르고 만들기에 포함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만들기 메뉴를 나타나게 하려면
이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후에는 목록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만들기 옆에 ▲를 표시합니다.
▲를 누르면 다른 프로그램
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표시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항목이 있다면 체크 부분을
눌러 해제하세요.

체크한 프로그램만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체크 부분을 눌러 해제하세요.

시작메뉴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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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하기 (계속)

MITs런쳐 사용하기

제품 앞면에 있는 (MITs런쳐) 버튼을 눌러 MITs런쳐를 열 수 있습니다.
[NATE], [My service], [MITs], [System] 탭을 선택해 폴더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각 탭에 포함할 프로그램 종류를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로 바꾸거나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예: MITs 탭을 선택한 경우)

MITs런쳐 실행 버튼

탭을 누르면 프로그램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 아이콘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하기 30쪽 참조)

[프로그램] [MITs런쳐]를 차례로 눌러
MITs런쳐 화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02장_기본익히기-1  2004.2.5 6:31 PM  페이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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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용하기 (계속)

MITs런쳐 화면에서 [편집] 
[항목 추가/삭제]를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탭을 누른 후 포함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MITs런쳐탭의프로그램바꾸기

MITs런쳐 화면에서 [편집]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이동할 프로그램을 누른 후 [▲] 또는 [▼]을
눌러 순서를 바꾸고 [확인]을 누릅니다.

프로그램아이콘순서바꾸기

목록에 없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려면‘리스트에 없는
프로그램 등록’을 선택한 후
[찾아보기]를 눌러 포함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MITs런쳐 화면에서 [편집] 
[배경화면 변경]를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탭을 누른 후 원하는 배경 화면을
선택하세요.

배경화면바꾸기

[확인]을 누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이미지 표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려면‘이 그림을
배경으로 사용’을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눌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탭의 프로그램과 배경 화면을 원래의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MITs런쳐에서 [편집] [초기화]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게 하세요.

(예: My service 탭인 경우)
(예: My service 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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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버튼으로 프로그램 열기

제품에는 5개의 원터치 프로그램 버튼이 있습니다. 
원터치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버튼에 설정한 프로그램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하기 (계속)

[설정] [단추]를 차례로 누릅니다.

버튼에 설정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버튼프로그램바꾸기

5

2
1

3
4

처음 설정 프로그램

1: MITs런쳐 실행
2: 일정 프로그램 실행
3: 연락처 프로그램 실행
4: NATE 프로그램 실행
5: 메모 프로그램

녹음 기능 실행

[ok]를 누릅니다.

설정할 버튼을
누른 후 아래 단추
할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기본 설정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
누르세요.

만약 단추 할당은 <아래로
스크롤> 또는 <위로 스크롤>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탭을
눌러 버튼의 사용 환경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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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용하기 (계속)

프로그램 이름 표시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 열기 아이콘

이 표시를 누르면 프로그램
화면을 닫습니다. MITs런쳐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다시 열거나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 열기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단축 메뉴를 열듯이
터치스크린에서 스타일러스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에는 선택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를 제공하므로
원하는 기능을 빨리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그램 메뉴와
도구 아이콘 표시

프로그램 화면

프로그램 화면에 있는 가장 윗줄과 아랫줄은 프로그램마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닫거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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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화면 닫기

각 프로그램에는 완전히 끝내기 명령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을 닫아 주세요. 닫기한
프로그램은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 열거나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X]를 누릅니다.

작업 관리자 사용하기

프로그램사용하기 (계속)

닫기한프로그램다시열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을 누른 후 [Activate]를 누릅니다.

사용할 프로그램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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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용하기 (계속)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을 누른 후 [Close]를 누릅니다.

끝낼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모든 프로그램을 끝낼 때는 [Close All]을 선택하세요.

프로그램끝내기

내 장치 최적화하기 221쪽 참조

사용할 수록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메모리 사용이 많을 수록 속도가 느려지므로, 열어 놓은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닫아 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나
프로그램 또는 용량이 큰 파일은 컴퓨터에 옮겨 제품에서
삭제하고 사용하세요. 설정 폴더에서 [시스템] [모드]를
차례로 선택한 후 CPU 모드를 터보 모드로 바꿔보세요.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배터리 잔량이 감소합니다.)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소프트 리셋을 실행하세요. 
(225쪽 참조)



문자입력하기

문자 입력 화면 열기/닫기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자동으로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자 입력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을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는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아이콘을
반복해 눌러 닫거나 열 수 있습니다.

◀ 열린 상태

32

◀ 닫은 상태

문자 입력 방법 바꾸기

키보드, 필기 인식 화면을 열어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아이콘 옆에 있는 ▲ 부분을 눌러
원하는 문자 입력 화면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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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입력하기 (계속)

키보드 화면에서 입력하기

(예: Pocket Word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기)

오늘 화면에서 [만들기] [Word 문서]를
차례로 누릅니다.

키보드 화면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필기 인식 화면이 열리면 키보드 화면으로 바꾸세요.
(문자 입력 방법 바꾸기 32쪽 참조)

한 / 어/숫자 키보드를 선택합니다.

가 : 한 키보드
A : 문 키보드
123 : 숫자 및 특수 문자 키보드

스타일러스로 문자를 눌러 입력하세요.

한 은 복자음/복모음을
입력할 때 누르세요. 문은
대문자를 입력할 때 누르세요.
각 숫자들은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로 바뀝니다.

한자키
(34쪽 참조)

(예: 한 을 입력하는 경우)

커서 앞 자 지우기
(백스페이스키)

줄바꿈 (엔터키)

커서 상, 하, 
좌, 우 이동

[Shift] 키를 연속 두 번 누르면 [Shift] 키가 계속 눌러진 상태로
있습니다. 연속해서 [Shift] 키를 누른 문자를 입력할 때 이용하세요. 
해제하려면 [Shift] 키를 한 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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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입력하기 (계속)

한자키사용하기

한자키를 이용해 한자 입력은 물론 여러가지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입력할 경우)
입력할 한자의 한 음을 입력하거나 선택한 후 한자(漢)키를 누르세요. 
숫자 버튼 위에 입력한 한 에 해당하는 한자 띠가 나타납니다. 
입력할 한자나 아래의 숫자를 눌러 입력하세요.

(기호를 입력할 경우)
한 초성(자음)을 누르고 한자(漢)키를 누르세요. 
선택한 초성(자음)에 해당하는 기호 띠가 나타납니다. 
입력할 기호를 눌러 선택하세요.

(예: ‘ㄷ’을 입력한 경우)

필기 인식 화면에서 입력하기

한 , 문, 한자 등을 필기하듯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식 칸에 문자를 쓰면 필기한 문자를 자동 인식해 입력합니다.

(예: Pocket Word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기)

오늘 화면에서 [만들기] [Word 문서]를
차례로 누릅니다.

필기 인식 화면을 선택하세요. (32쪽 참조)

입력할 문자 종류를 선택하세요.

가A : 한 / 문 섞인 문장 입력
가 : 한 입력
A : 문 입력
123 : 숫자 입력
한자 : 한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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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입력하기 (계속)

인식 칸에 한 자씩 쓰세요.

인식을 잘못 했을 때는
후보 자 중에서 바른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줄바꿈 (엔터키)
: 한칸 띄어쓰기
: 탭 간격 만큼 띄우기
: 특수 문자 입력 화면 열기

커서 앞 자 지우기
(백스페이스키)

커서 좌, 우 이동

지나치게 꾹꾹 눌러쓰면 오히려 인식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필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가급적 권장 필기 모양과 순서를 지켜주세요.
(권장 필기 모양 214쪽 참조)

초성 중성

종성

한 필기 입력할 때 알아두세요

● 날려쓰지 말고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대로
또박 또박 필기하세요.

● 획과 획 간을 너무 천천히 쓰면 자를 다 쓰기도
전에 완성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인식을 시작하는
수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천천히 쓰지 않도록 하세요.

● 스타일러스를 인식 상자에 붙이고 떼는 동작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타일러스를 인식
상자에 대면 필기가 되고, 떼면 필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동작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자를 정확하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ㅇ’을 쓸 때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ㄴ’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 받침이 있는 자는 특히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써야합니다. 흘려 쓰는 경우 다른 자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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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입력방법 (계속)

문자 입력 환경 바꾸기

문자 입력 상태이면 화면 아랫줄에 있는 ▲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또는 [설정] [입력]을 차례로 누르세요.

[옵션] 탭을 누릅니다.

원하는 입력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디오펜 등의 입력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력 방법 탭에서 해당 입력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탭에서 입력 방법을 선택한
후 [옵션]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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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사용하기
Pocket PC를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과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받기

자동으로받기

적외선 포트로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받고 싶을 때는 자동
환경으로 선택하세요.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상대방 기기와
적외선 포트만 맞추면 됩니다.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연결] 탭을 누르고 [무선 전송]을 선택하세요.

아래 항목을 선택 상태로 한 후 [ok]를
누릅니다.

정보를 보낼 상대방 기기와 적외선
포트를 맞추세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 받는 중’풍선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눌러 정보를 받으세요.

[아니오]를 선택하면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큰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는 전송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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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사용하기 (계속)

수동으로받기

원하는 상대방이 보내는 정보만 받고 싶을 때는 수동으로 받으세요.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적외선 수신’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를 차례로 누릅니다.

[연결] 탭을 누르고 [무선 전송]을 선택하세요.

아래 항목을 해제 한 후 [ok]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적외선 수신]을
차례로 누릅니다.

정보를 보낼 상대방 기기와 적외선
포트를 맞추세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내면
정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받기가 끝나면 [닫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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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사용하기 (계속)

적외선으로 보내기

각 프로그램에서 무선 전송 또는 적외선 전송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Pocket PC를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메모 파일 보내기)

[프로그램] [파일 탐색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적외선으로 보낼 파일을 찾으세요.

적외선으로 받을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파일 무선 전송]을 누릅니다.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파일을 보냅니다.

상대방 기기가 슬립 상태이면 적외선 보내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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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찾기
특정 단어로 검색해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프로그램의‘형식’에서 제공하는 항목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찾을 단어를 입력하고 파일 형식을 선택하세요.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문자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찾습니다.
보려면 해당 항목을 누르세요.

검색하고자 하는 파일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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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탐색하기
내 장치에 있는 모든 폴더를 탐색해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 탐색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파일을 찾아 사용하세요.

파일 목록 정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날짜, 크기, 종류 중에서
선택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열려면
해당 파일을 누르세요.

팝업 메뉴를 열려면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세요.

내 장치 폴더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을
누른 후 내 장치를
선택하세요.

: 내 장치 폴더 연결

: NATE Store 폴더 열기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카드의
폴더를 열 수 있습니다.)

: 열기 경로 입력해 폴더 열기
(열기 화면에서 경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새 폴더를 만들려면 [편집]
메뉴에서 새 폴더를 선택한
후 폴더 이름을 입력하세요.

NATE Store란?
제품의 Flash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폴더로 제품을 하드 리셋해도
폴더 안의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가 없거나
액티브싱크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중요한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때만 선택하세요.

열기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로를 입력해 폴더를 열려면
‘열기’부분을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경로 폴더를 선택하려면
‘▲’부분을 누르세요.



42

내환경으로맞추기

내 정보 입력하기

오늘 화면에서 [소유자 정보] 칸을 누릅니다.

또는 [설정] [소유자 정보]를 차례로 누르세요.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할 칸을 누르면 키보드(또는 필기 인식) 화면이
열립니다. (문자 입력 방법 33~35쪽 참조)

[ok]를 누릅니다.

전원을 켤 때마다
소유자 정보 화면을
표시하려면 선택하세요.

그 밖에 정보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메모] 탭을 눌러
메모 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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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으로맞추기 (계속)

날짜와 시간 맞추기

오늘 화면에서 [날짜] 칸을 누릅니다.

또는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시계]를 누르세요.

홈, 방문지를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을 맞추세요.

각종 소리 조절하기

[ok]를 누릅니다.

저장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르세요.

오전/오후, 시, 분, 초
칸 중에서 바꿀 항목을
누르고 ▲/▼를 눌러
맞추면 됩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하려면 켜기를
선택한 후 원하는
크기로 맞추세요.

소리가 나지 않고
진동하려면 선택하세요.
화면 위쪽에 진동 아이콘
( )을 표시합니다.

스피커를 끄려면
선택하세요.

스피커소리크기조절하기

화면 윗쪽에서 소리 아이콘( )을 누릅니다.

원하는 소리 크기로 맞추세요.

또는 제품의 왼쪽에 있는 음량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를 누르면 달력 화면이
열립니다. 오늘 날짜를
선택하세요.

국제로밍시에 해당 국가 시간으로 자동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로밍시에는 해당 국가에 맞게 시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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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으로맞추기 (계속)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벨소리 볼륨] 아이콘을
누릅니다.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세요.

조절 막대의 버튼을 눌러 원하는 크기로 끌어 놓으세요.

[ok]를 누릅니다.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소리 및 알림]을
차례로 누릅니다.

사용할 항목과 크기를 선택하세요.

벨소리크기조절하기 소리사용항목과알림상태선택하기

이벤트 :  선택하면 경고 상황일 때 소리로 알려줌
프로그램 :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각종 알림 상태일 때 소리남
스크린 누르기 : 선택하면 터치 화면을 누를 때마다 소리남
하드웨어 단추 : 선택하면 제품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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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으로맞추기 (계속)

먼저 알림 항목을
선택하세요.

위에서 선택한 항목의 알림 상황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지 선택하세요. 

‘소리 재생’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리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소리를 들어보려면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빛 깜빡임’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시간과는
상관 없이 10회만 깜빡입니다.

[알림] 탭을 누른 후 알림 상태를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화면 조명 조절하기

조명 꺼짐 시간을
선택하세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려면 짧은
시간으로 선택하세요.

조명이 꺼졌을 때
터치 스크린을 누르거나
제품의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조명을 켤 수
있게 하려면 이 항목을
선택하세요.

전원 설정 링크입니다. 
전원 환경을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조명]을 누릅니다.

조명 꺼짐 시간과 켜짐 상태를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제공된 알림음 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알림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67쪽 참조) 컴퓨터에 있는
*.WAV 파일을 제품의 내장치/Windows에 복사해 넣으면 위 화면의
소리재생 목록에 나타나 알림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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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으로맞추기 (계속)

조명을 밝게 선택할 수록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집니다.

[외부 전원] 탭을 누른 후 충전중일 때의
조명 꺼짐 시간과 켜짐 상태를 선택하세요.

[밝기] 탭을 누른 후 화면의 밝기를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전원 상태 선택하기

현재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이
꺼지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려면 짧은 시간으로
선택하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전원]을 누릅니다.

전원 꺼짐 시간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조명 설정 링크입니다. 
조명 상태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충전중일 때
전원 꺼지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의 GameBox에서 온라인 게임을 접속한 경우 게임
프로그램에서 위의 자동 꺼짐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꺼짐이 실행되지 않으면 위의 화면을 열어 체크를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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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으로맞추기 (계속)

국가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국가의 숫자,
통화, 시간, 날짜
표시를 적용합니다.

간단한 4자리 숫자 암호
또는 문과 숫자를 조합한
암호 중에서 선택해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
하면 화면 아래에 숫자 버튼
화면 또는 문 키보드 화면이
열립니다. 원하는 암호를
입력하세요. 

복잡한 숫자 암호는 문
대소문자, 숫자, 문장 부호를
모두 섞어 최소한 7자리
이상을 입력하세요. 문과
숫자만으로 조합한 암호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암호를
입력한 후에는 아래 확인
칸에 입력한 암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특정 항목만 선택해
기준을 바꾸려면
해당 탭 화면을 열고
바꾸세요.

제품의 전원이 꺼진 후
이 항목에서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전원을
켰을 때 암호를 입력하는
상태가 됩니다.

[ok]를 누릅니다.

국가별 설정 선택하기

국가별로 숫자, 통화, 시간, 날짜 표시가 다릅니다. 
자신의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기준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설정]을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국가별 설정]을 누릅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바꾸세요.

암호 설정하기

제품을 사용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암호를 설정하세요.

[설정] [암호]를 차례로 누릅니다.

또는 전화 프로그램 화면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옵션 화면에서 [폰기능] 탭을 누른 후
[암호 설정]를 누르세요.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세요.

[ok] 또는 [ENTR]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국가별 설정이 잘못되면 수신된 문자 메시지에 문자가 깨져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바르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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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으로맞추기 (계속)

설정한 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암호 설정 상태가 되어
암호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정상 사용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암호를 바르게 입력하세요.

간단한 4자리 숫자 암호로 설정한 경우에는 숫자 화면에서 해당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암호 입력 창에 긴급 전화번호(112, 113, 119)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면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숫자 암호는 키보드 화면에서 암호를 바르게 입력한 후 제품 앞면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암호가설정되면

잘못 입력한
암호를
지울 때
누르세요.

(예:간단한 4자리 숫자 암호를 설정한 경우)

반복해서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암호를 설정한 사용자 이외의 누군가가 제품을 습득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바른 암호를
사용하거나 암호를 잊은 경우에는 하드 리셋을 해야 합니다. 하드 리셋을 실행하면
암호창과 설정한 암호가 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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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사용하기

알람 제목, 알람 요일, 알람음, 시간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설정할 알람 항목을
눌러 체크를 표시하세요.

알람 제목을
입력하세요. <설명>
부분을 눌러 문자
입력 화면이 열리면
원하는 제목으로
입력하세요.

알람이 울릴 요일을 눌러 선택
하세요. 여러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색 상자로 표시한
요일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 설정하기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시계]를 누릅니다.

[알람] 탭을 누릅니다.

사용할 알람을 선택하세요.

종모양 아이콘을 눌러 알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 시간을 선택하려면
시간을 누르세요. 시계 바늘을
돌려 시간을 선택하거나
오전/오후, 시, 분 칸을 눌러 해당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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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사용하기 (계속)

알람 해제하기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을 누른 후 [시계]를 누릅니다.

[알람] 탭을 누릅니다.

알람을 선택해 해제하세요.

알람을 연기하려면 원하는
연기 시간을 선택한 후
[연기]를 누르세요. 
지정한 시간 후에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 시간이 되면

선택한 방법으로 알람이 동작합니다.
미리 알림 화면에서 [해제] 또는 [연기]를 누르세요.

만약 알람을 설정할 때‘메시지 표시’를 해제했다면 미리
알림 화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는

아이콘을 눌러 알람을 해제하세요.

‘해제’또는‘연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화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제할 알람 항목을 눌러
체크를 지워주세요.

[ok]를 누릅니다. 이어마이크폰 또는 TV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으면 알림음이
스피커로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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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보기
제품 사용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도움말 화면을 열어 보세요.

[도움말]을 차례로 누릅니다.

[보기] [설치된 모든 도움말]을 차례로 누릅니다.

도움말을 볼 프로그램을 누르세요.

원하는 제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검색어로 해당 기능 도움말을 찾을 때
누르세요. 찾기 화면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원하는 도움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또는 이전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또는‘설치된
모든 도움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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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싱크 프로그램 도움말 사용하기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액티브싱크 화면에서
도움말을 실행해 보세요. [도움말] 화면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말] 버튼만 클릭하세요.



액티브싱크설치하기
제품과 컴퓨터를 연결해 서로의 데이터를 같은 상태(동기화)로 만들거나 파일 복사/이동, 프로그램 설치, 백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려면 먼저 액티브싱크 프로그램, USB 드라이버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윈도우 98/Me/2000/XP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윈도우 XP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른 윈도우 환경도 화면의 지시를 따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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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액티브싱크 프로그램 설치하기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순서를 따라 설치하세요.

설치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Pocket PC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CD-ROM 폴더를 열고
Setup.exe 파일을 실행하세요.
소개 동 상 재생이 끝나면 [주 메뉴]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 상 재생을 끝까지 보지 않으려면
화면에서 [▶]을 클릭하세요.

주 메뉴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ActiveSync 3.6 설치]를 클릭한 후 [설치]를
클릭하세요.

만약 컴퓨터에 Outlook이 없다면 먼저 Outlook 2000을
설치하세요. Outlook 2000이 설치되면 제품의
메모/연락처/일정/작업 정보를 Outlook 2000의 정보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 대화 상자’화면이 나타나면
[OK]를 클릭합니다.



액티브싱크설치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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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화면이 나타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설치가 끝난 후‘연결 시작’화면이
나타나면 [취소]을 클릭합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ActiveSync 3.6 설치’시작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폴더 선택’화면이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2단계 USB 드라이버 설치하기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데스크탑 충전기의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하세요.
컴퓨터의 USB 케이블 연결하는 곳은 컴퓨터 설명서를
보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액티브싱크설치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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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화면이 나타나면
[취소]를 클릭하세요.

CD-ROM 화면이 열려 있다면 [주 메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만약 화면이 닫혀 있다면 CD-ROM 폴더를 열고
Setup.exe 파일을 실행하세요.

주 메뉴 화면에서 [Pocket PC의 기능 향상]을
클릭합니다.

[도구]를 클릭한 후 USB Driver Installer의
[설치]를 클릭합니다.

‘웹 페이지 대화 상자’화면이 나타나면
[OK]를 클릭합니다.

‘파일 다운로드’화면이 나타나면 [열기]를
클릭하세요. 

‘USB DRIVER’설치 화면이 나타나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액티브싱크설치하기 (계속)

3단계 파트너 설정하기 (처음 동기화하기)

USB 드라이버와 액티브싱크를 설치한 후에는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결할 때에는 파트너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품에 암호가 설정된 상태이면 파트너 설정 화면이 나타나기 전에 암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품에 설정된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설치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파일 설치가 끝난 후 설치 성공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컴퓨터가 재시동됩니다.

만약 자동 재시동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를 재시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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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합니다.

파트너 관계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동기화는 하지 않고 파일만 복사, 이동하거나 프로그램을
추가/삭제하는 경우에는‘아니오’를 선택하세요. 
게스트로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액티브싱크설치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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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설정 선택 상태가 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메모, 연락처, 일정, 작업 항목은 컴퓨터에 Microsoft
Outlook을 설치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에 Microsoft Outlook이 없다면 함께 제공된
CD-ROM에 있는 Outlook 2000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세요.

[파일] 항목을 선택하면 동기화할 파일 폴더를 만든다는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설치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마침]을 클릭하세요.

변경 사항을 검사한 후 ActiveSync를 시작합니다.

메모, 연락처, 일정, 작업을 선택한 경우에는‘결합 또는
바꾸기’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제품을 하드 리셋한 후 컴퓨터에 연결하면 다시 파트너를 설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컴퓨터의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파트너를
삭제한 경우에도 파트너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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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싱크기능들
액티브싱크(ActiveSync) 프로그램은 제품과 컴퓨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동기화 59쪽참조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에서 이 제품을 파트너로 선택한 후에는
컴퓨터와 제품의 데이터를 동기화 과정을 거쳐 같은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메모/연락처/일정/작업 정보 동기화, 파일 동기화,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항목들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복원 70쪽참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 설치한 프로그램을 백업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완전히 초기화 했을 때
복원하면 초기화 이전에 사용하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추가및삭제 68쪽참조

제품과 함께 제공한 CD-ROM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PocketPC 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쉽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복사와이동 67쪽참조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에서 제품의 모든 폴더를 열어 탐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탐색기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제품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의 아무 폴더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싱크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제품을 조작하게 되면 잘못 동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액티브싱크와 핫싱크를 동시에 사용하면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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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메모/연락처/일정/작업 정보 동기화

컴퓨터에서 Microsoft Outlook을 사용하고 있다면 Outlook 프로그램의
제품에 있는 메모, 연락처, 일정, 작업 정보를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에 Microsoft Outlook이 없다면 함께 제공된
CD-ROM에 있는 Outlook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세요.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 ActiveSync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선택한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동기화할 정보 항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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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각 정보 항목의 동기화 환경을 설정하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설정]을 클릭하세요. 해당 항목의 동기화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예: 일정을 선택한 경우)

[확인]을 클릭해 옵션 화면을 닫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후 동기화합니다.

각종 동기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65쪽 참조)

연락처와 일정 정보를 동기화한 후에는 백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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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파일 동기화

제품의 [My Documents] 폴더를 컴퓨터에 있는 동기화 폴더와 동기화
과정을 거쳐 같은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또는 제품에서 만든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할 때 사용하세요.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 ActiveSync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선택한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목록에서 [파일] 항목을 선택하세요.

동기화할 파일 폴더를 만든다는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해 옵션 화면을 닫습니다.

동기화가 실행되면서
윈도우 [My Documents
(내 문서)] 폴더에
[Pocket_PC My Documents] 
폴더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폴더 바로가기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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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제품으로 다운로드할 파일이 있다면 동기화
폴더에 넣어주세요.

제품으로 다운로드할 그림 파일, 음악 파일, 엑셀 파일, 
워드 파일이 있다면 [Pocket_PC My Documents] 폴더에
넣어 주세요.

변경 사항을 검사한 후 동기화합니다.

각종 동기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65쪽 참조)

즐겨찾기 동기화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모바일 즐겨찾기’폴더를
동기화해 컴퓨터에 등록된 즐겨찾기 주소들을 한 번에 제품의 즐겨찾기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세요.

컴퓨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즐겨찾기 구성
화면을 열어 제품으로 다운로드할 즐겨찾기
목록들을 [모바일 즐겨찾기] 폴더로 이동하세요.

처음 ActiveSync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동기화를 실행한
후에는 인터넷 익스플러의 즐겨찾기 폴더에‘모바일
즐겨찾기’폴더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동기화할 파일의 크기가 클 수록 동기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동기화가 끝나면 제품의 [My Documents] 폴더에서 동기화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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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이동이 끝나면 즐겨찾기 구성 화면을 닫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세요.

컴퓨터 ActiveSync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선택한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옵션 화면을 닫습니다.

변경 사항을 검사한 후 동기화합니다.

각종 동기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65쪽 참조)

동기화가 끝나면 제품 화면에서
[Internet Explorer]를 차례로 누릅니다.

을 눌러 즐겨찾기 목록을 엽니다.

목록에 동기화된 즐겨찾기 목록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즐겨찾기 항목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예: 윈도우 98에서 인터넷 익스플러 5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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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받은 편지함 동기화

컴퓨터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으로 메일을 사용하는 환경이면 제품의
받은 편지함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에 있는 받은 편지들을
제품으로 다운로드하고 제품에서 작성한 메일을 아웃룩을 이용해 보낼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 ActiveSync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선택한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목록에서 [받은 편지함] 항목을 선택하세요.

동기화 환경을 설정하려면 [받은 편지함]을 선택한 후
[설정]을 클릭하세요. 메일 동기화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해 옵션 화면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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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동기화 환경 설정하기동기화 환경 설정하기

컴퓨터에서 ActiveSync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도구]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옵션]에서 동기화할 항목과 환경을
선택하세요.

위의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동기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동기화하려면

선택하세요.

변경 사항을 검사한 후 동기화합니다.

각종 동기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동기화 환경 설정하기’참조)

컴퓨터의 아웃룩에 편지가 많으면 제품의 메모리 용량 한계로 동기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주 메모리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정보와 공유하므로 현재 제품에 남아 있는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면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으로 다운로드할 편지만 두고
나머지 편지는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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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동기화 규칙을 선택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동기화하기 (같은 상태로만들기)   (계속)

같은 항목의 정보가
제품과 컴퓨터 동시에
바뀐 경우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변환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Excel
파일과 제품의 Pocket Excel은
같은 파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환경에 맞추어 약간씩 바뀝니다.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환경으로 바꾸려면 [변환 설정]을
눌러 선택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을 보세요.

제품을 컴퓨터와 연결 할 때
ActiveSync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려면 선택하세요. 

[동기화 모드]에서 동기화 시작 환경을
선택하세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계속’은 연결된
동안 동기화 항목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연결 시에만’은 컴퓨터에 연결할 처음에 동기화
항목이 있으면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수동으로’는 동기화 항목이 있어도 자동으로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ActiveSync 프로그램의
동기화 버튼을 눌러야만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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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복사/이동하기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의 탐색기를 이용해 제품의 모든 폴더를 열어 탐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탐색기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제품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의 아무 폴더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의 ActiveSync 프로그램에서 [탐색]을
클릭하세요.

모바일 장치 폴더(제품의‘내 장치’폴더)가 열립니다.

파일 복사/이동/삭제/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Pocket PC 2002 PE 버전에서는 16M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별매품 메모리 카드(SD 카드)에 복사/전송하는 경우 기록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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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추가/삭제하기
제품과 함께 제공한 CD-ROM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Pocket PC용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에서 설치할 파일(*.exe)을 실행합니다. 

설치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화면의 지시를 따라하세요.

만약 설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설치 형식 파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파일을 제품으로 복사하세요.
(복사 방법 67쪽 참조)

설치 마법사가 장치를 검색하고 ActiveSync에 있는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설치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하세요.

제품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프로그램]을 차례로 누릅니다. 
설치한 프로그램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할 응용 프로그램을 이 제품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버전 정보를 보려면 [설정]을 차례로 누른 후 [시스템] 
탭에서 [정보] 아이콘을 누르세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Read Me 파일을 제공하므로 Read Me 파일을
열어 설치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Nand 또는 메모리 카드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품을 하드 리셋 또는
초기화 했을 때 설치한 프로그램이 정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D-ROM에서 제공하는 AnyDic은 설치시 25MB 이상이 필요하므로
남아있는 메모리 용량을 미리 확인한 후에 설치하세요.
주메모리 공간이 약간 모자랄 경우에는 저장소 공간을 늘려서 저장할 수
있으며 (221쪽 참조) NAND 혹은 별도의 메모리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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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추가/삭제하기 (계속)

제품에서만 삭제할 때는 목록에서 지울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삭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컴퓨터와 제품에서 모두 삭제할 때는 목록에서 지울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제거]를 클릭하세요.

화면의 지시를 따라 삭제하세요.

삭제하기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의 ActiveSync 프로그램에서 [도구]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제품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습니다. 설정에 있는‘프로그램 제거’를 이용하세요. (222쪽 참조)

제품에서만 지운 경우에는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추가/제거’화면을 열어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설치할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 [확인]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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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복원하기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제품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액티브싱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약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액티브싱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컴퓨터의 ActiveSync 프로그램에서 [도구] 
[백업/복원]을 선택합니다.

백업하는 경우에는 백업 환경을 선택하세요.

백업하려면 [지금 백업]을 클릭하세요.
복원하려면 [복원] 탭을 선택한 후 [지금 복원]을
클릭하세요.

백업 방법을
선택하세요.

제품이 컴퓨터와 연결할
때 바로 백업하려면
선택하세요.

액티브싱크로 백업/복원할 때에는 데이타의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2~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업/복구 중에 다른 작업을 하거나 동작을 하면 잘못 동작하거나
백업/복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백업’프로그램의 PIM 데이터베이스 자동 복구 기능이
설정된 상태이면 (168쪽 참조) 연락처와 일정 데이터는 제품에
있는 백업 파일 데이터로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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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켜기/끄기
제품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기 전원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켜기

제품에서 전화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또는 화면 윗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전화’풍선 화면에서 [전화 켜기]를 누르세요.

끄기

제품에서 전화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또는 화면 윗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전화’풍선 화면에서 [전화 끄기]를 누르세요.

전화기 전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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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프로그램열기
전화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제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에서 [전화]를 차례로 누르세요.

전화기 메뉴

통화 버튼

통화 버튼

종료 버튼

종료 버튼

다이얼 버튼
전화번호를 누를
때 사용하세요.

통화 버튼
전화를 받거나 걸 때
길게 누르세요.

단축 다이얼 목록을
사용할 때 누르세요.
(78쪽 참조)

최근 통화 목록을
사용할 때 누르세요.

부재중 전화를 제외한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표시됩니다.이어마이크폰으로 통화하려면 먼저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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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걸기

전화번호 눌러 전화 걸기

전화기 화면에서 지역 번호와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릅니다.

상대방과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만약 바르게 연결되지 않으면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통화가 끝나면 화면에서 을 누르거나
제품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마이크폰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어마이크폰의
통화 버튼을 길게 눌러도 됩니다.

잘못 누른 번호를
지울 때 누르세요. 
길게 누르면 입력한
번호를 모두 지웁니다. 

마지막에 건 번호로 다시 전화 걸기

전화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를 제외한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기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제품의 또는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르세요. 

화면에서 을 누르거나

제품에서 또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마이크폰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어마이크폰의
통화 버튼을 길게 눌러도 됩니다.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전화를 걸면 전화가 꺼져
있다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원을 켜려면 [예]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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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걸기 (계속)

상대방과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전화 - 연결됨’풍선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 이름, 번호를 표시합니다.

통화가 끝나면 제품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위의 풍선 화면에서 [끝내기]를
누릅니다.

연락처에 저장한 번호로 전화 걸기

(연락처에 번호 저장하기 102쪽 보기)

전화기 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이 열립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회사 전화/집 전화/휴대폰
통화]를 누릅니다.

같은 이름에 저장한 번호가 여러 개이면 원하는 이름을
눌러 요약 화면을 엽니다. 전화 걸 번호를 누르세요.

휴: 휴대폰
번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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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받기

바로 전화 받기

전화벨이 울리면 (또는 진동, 램프 켜짐)

제품에서 종료( ) 외에 아무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화면에 나타난‘전화 - 받는 중’풍선 화면에서
[응답]을 누르세요.

부재 중에 전화온 경우

화면 윗줄에 나타나는 아이콘은 받지 못한 전화가 있음을
알려 줍니다. 아이콘을 누르면‘전화’풍선 화면이 열립니다. 
[보기]를 눌러‘부재 중 전화’목록을 여세요. 

전화를 걸려면 번호 앞의 을 누르세요.

발신 표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신자 번호를 표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발신 번호 표시
제한’을 설정한 상태이면‘알수없음’,
‘비공개’또는‘Restricted’로 표시
됩니다.

연락처에 저장한 번호는 이름을
표시합니다.

전화 거절하기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걸려온 전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또는 진동, 램프 켜짐)
‘전화 - 받는 중’풍선 화면에서 [무시]를 누릅니다.

거절한 전화는‘부재 중 전화’목록에 저장됩니다.

상대방과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3자 통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화중에 3자로 부터 전화가
왔을 때 받지 않았다면 위의 화면이 계속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를 누르면‘부재 중 전화’목록에 저장됩니다.

전화기 화면이 열려 있을 때 전화가 온 경우에는 화면의 , ,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통화중 대기 서비스에 가입하 더라도 발신자가 발신자 애칭 서비스
(CNAP)와 수신자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CNI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통화중에 걸려오는 전화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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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기능사용하기

상대방 소리 크기 조절하기

통화중에 제품의 왼쪽에 있는 음량 ( )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화면에서 아이콘을 눌러‘볼륨’풍선 화면에서
조절하세요.

음소거하기

통화중에 이쪽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에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음소거]를
차례로 누릅니다.

‘음소거’가 설정되면 가 표시됩니다.
해제하려면 [도구] [음소거 해제]를 차례로 누릅니다.
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메모 또는 통화 내용 녹음하기

통화중에 전화기 화면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메모를 작성하거나 녹음 버튼을 눌러 통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메모 작성 방법 95쪽 참조

통화 녹음중에 화면을 누르거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음성 녹음이 중단됩니다.

통화중에 메모한 내용은‘통화 기록’목록을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 메모 보기 83쪽 참조)

통화중에 메모하거나 녹음한 항목들은 [My Documents] 폴더의
[통화]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 탐색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화] 
폴더에서 바로 해당 메모를 열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 41쪽 참조)

음량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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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번호 사용하기
연락처에 저장한 번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번호를 단축 번호(2~99)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 번호로 만든 번호는 단축 번호만 눌러 간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단축 번호 만들기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❷ [만들기]를 누릅니다.

단축 번호로 만들 번호를 누릅니다.

단축 번호를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단축 다이얼 목록에 선택한 번호가 나타납니다.

단축 다이얼 목록에 표시할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면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하세요.

▲/▼를 눌러 원하는 단축
번호를 선택하세요. 2~99
까지 중에서 빈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음성 메시지 사서함
센터 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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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번호 사용하기 (계속)

단축 번호 수정하기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수정할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편집]을 누릅니다.

또는 수정할 단축 번호 항목 부분을 누릅니다.

❸ 원하는 상태로 수정하세요.
(78쪽의 단축 번호 만들기 번 참조)

단축 번호 삭제하기

전화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❷ 삭제할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❸ 확인 화면에서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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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번호로 전화 걸기

단축 번호를 길게 누르세요. 

예를 들어 7번으로 전화 걸 때는
을 길게 누르세요.

단축번호1 ~ 9번은

앞자리는 짧게 뒷자리는 길게 누르세요. 

예를 들어 23번으로 전화를 걸 때는
를 누른 후 을 길게 누르세요.

단축번호10 ~ 99번은

을 눌러 목록을 엽니다. 
전화걸 단축 번호를 누르세요.

단축번호목록에서걸때는

단축 번호 1번에는 음성 사서함 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때는 을 길게 누르세요.

단축 번호 부분을
눌러야 합니다.

단축 번호 사용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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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사용하기
통화 기록에는 부재중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 목록 보기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통화 기록 목록 화면이 열립니다.

통화중 메모 아이콘
(통화중 메모 보기 83쪽 참조)발신 전화, 수신 전화, 

부재 중 전화를 다른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 발신 전화
: 수신 전화
: 부재 중 전화

목록별로 표시하려면
이 부분을 눌러 해당
목록을 선택하세요.

전화 번호, 이름, 시간을 표시합니다. 
누르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엽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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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사용하기 (계속)

통화 기록 목록에서 전화 걸기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전화걸 번호 앞의 아이콘 부분을 누릅니다.

또는 번호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통화]를 누르세요.

상대방과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연락처에 저장하기

연락처에 없는 번호라면 선택해 연락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저장할 번호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연락처 프로그램의 만들기 상태가 됩니다.

원하는 상태로 편집한 후 저장하세요.
(102쪽 참조)

번호는 회사 전화 칸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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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사용하기 (계속)

통화중에 만든 메모 보기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확인할 번호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메모 보기]를 누릅니다.

메모가 열리면 확인하세요.

통화 기록 삭제하기

[ok]를 누릅니다.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통화기록이 삭제됩니다.
만약 삭제되지 않았다면 다시 실행해 보세요.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삭제할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에서 [예]를 누릅니다.

선택해삭제하기

통화기록 화면에서 [도구] [모든 전화 삭제]를
차례로 누릅니다.

확인 화면에서 [예]를 누릅니다.

전체삭제하기

통화기록 화면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다음보다 오래된 통화 기록 항목 삭제’에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세요.

기간선택해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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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사용하기 (계속)

최근 통화 시간 정보를
지울 때 누르세요.

[ok]를 누릅니다.

통화 시간 확인하기

전화기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옵션 화면이 열리면 통화 시간과 통화 횟수를 확인하세요.



전화 환경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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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를 누릅니다.

벨, 벨(점점 크게), 한 번 울림, 
진동, 벨 및 진동, 진동 후 벨, 
무음(램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벨/진동 선택하기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소리 벨/진동 선택’에서 원하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ok]를 누릅니다.

선택한 벨소리를
미리 듣기 원하면

를 누르세요.
을 연속해 누르면

소리가 겹칠 수 있으므로
한번만 누르세요.
듣기를 멈출 때는

를 누르세요.

WAV 및 MP3 형태의 파일을 벨소리로 지원합니다.
단, WAV 형태의 파일은 내장되어 있는 벨소리에 한해 지원됩니다.
MP3 파일을 벨소리로 사용하시려면 NATE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음성 메일 센터 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바꾸기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신호음’에서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NATE에서 마이벨을 다운받아 기본 전화벨로
설정한 경우 신호음에‘마이벨’이 나타납니다. 
마이벨의 종류를 바꾸거나 미리 듣기를 하려면
86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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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환경 바꾸기 (계속)

키패드 소리 조절하기

전화기 화면에서 다이얼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키패드’에서 소리 상태를 선택하세요.

키패드 소리는‘짧게’또는‘무음’을 권장합니다.

그밖에 다른 소리 상태를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소리 및 알림’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전화 기능에 관련한
여러가지 알림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5쪽 참조)

[ok]를 누릅니다.

마이벨 사용하기

NATE에서 다운받은 마이벨 중에서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벨소리를 듣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마이벨] 탭을 누릅니다.

원하는 벨소리 선택해 사용하세요.

[ok]를 누릅니다.

벨소리 크기를
조절하려면 누르세요.

▼ 부분을 눌러 마이벨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벨소리를
미리 듣기 원하면

를 누르세요.
연속해 누르면 소리가
겹칠 수 있으므로
한번만 누르세요.
듣기를 멈출 때는

를 누르세요.

선택한 벨소리를
삭제하려면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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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환경바꾸기 (계속)

국제 전화 제한하기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폰기능] 탭을 누른 후 [휴대폰 관리]를
누릅니다.

비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비 번호
(구입시 : 0000)를 누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제품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구입 초기 암호‘0000’을
입력하세요. 암호 설정하는 방법은 47쪽을 참조하세요.

[국제 전화 제한]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자동 다이얼 설정하기

자주 전화거는 지역 번호와 국제 전화 식별 번호를 설정하면
해당 번호가 자동으로 다이얼 됩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추가] 탭을 누릅니다.

지역 번호와 국제 전화 식별 번호를 선택하세요.

지역 번호를 선택한 후 해당 지역으로 전화를 걸 때는 를
누르세요. 지역 번호가 표시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국제전화 식별번호 입력한 후에는 을 길게 누르면
입력한 국제 전화 번호를 표시합니다.

▼ 부분을 눌러 지역
번호를 선택하세요.

국제 번호칸을 눌러 커서가
나타나면 원하는 국제 전화
식별 번호를 입력하세요.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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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환경 바꾸기 (계속)

무선 데이터 착신 상태 설정하기

이 제품을 컴퓨터와 연결해 모뎀/팩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뎀 또는
팩스 자동 착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폰기능] 탭을 누른 후 [휴대폰 관리]를
누릅니다.

비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비 번호
(구입시 : 0000)를 누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제품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구입 초기 암호‘0000’을
입력하세요. 암호 설정하는 방법은 47쪽을 참조하세요.

자동 착신 설정 항목에서‘모뎀 자동 착신’
또는‘팩스 자동 착신’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통화 연결/끊김음 설정하기

통화가 연결되거나 끊긴 경우 해당 알림음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폰기능] 탭을 누른 후 [휴대폰 관리]를
누릅니다.

비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비 번호
(구입시 : 0000)를 누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제품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구입 초기 암호‘0000’을
입력하세요. 암호 설정하는 방법은 47쪽을 참조하세요.

‘통화 연결음’또는‘통화 끊김음’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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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환경바꾸기 (계속)

시스템 설정하기

이 제품의 데이터 통신 방식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로밍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폰기능] 탭을 누른 후 [시스템 설정]을 누릅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후 [적용]을 누르세요.

[확인]을 누릅니다.

전화 프로그램 초기화하기

제품을 처음 상태로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폰기능] 탭을 누른 후 [휴대폰 관리]를
누릅니다.

비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비 번호
(구입시 : 0000)를 누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제품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구입 초기 암호

‘0000’을 입력하세요. 암호 설정하는 방법은 47쪽을
참조하세요.

[폰 초기설정으로]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르세요.

제품이 꺼졌다 켜집니다. 제품이 켜지면 처음 설정
상태가 됩니다. 16쪽을 참조해 처음 설정을 따라하세요.

226쪽의 하드 리셋과 유사한 방식으로 초기화 됩니다.
이 방법으로 초기화하면 NATE Store에 있는 백업 파일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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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환경바꾸기 (계속)

통화중 슬립 시간 선택하기

휴대폰 통화 중일 때 PDA가 슬립 상태로 전환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릅니다.

[폰기능] 탭을 누른 후 [통화중 슬립 설정]을
누릅니다.

시간 지정 칸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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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소프트웨어나 제공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애니콜랜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NATE 관련 응용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NATE 관련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 또는
업그레이드 방법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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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메모 프로그램으로...

정리해야 할 생각이나 일들을 적어야 할 때
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펜으로 종이에 적듯이 스타일러스로
화면에 원하는 을 쓸 수 있습니다.

소리를 녹음할 때는 음성 메모를 사용하세요.

프로그램 열기

[메모]를 차례로 누릅니다.

처음 메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로 만들기 상태가 됩니다.
새 메모 만드는 방법은 93쪽을 참조하세요.

다른 폴더에 있는 메모를
볼 때 ▼를 눌러

해당 폴더를 선택하세요.

새 폴더를 만들거나
필요없는 폴더를 지울 때는

[추가/삭제]를 눌러
선택하세요.

정렬 기준을
바꿀 때 누르세요.
이름, 날짜, 크기,
종류 순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폴더에 있는
메모들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메모를
누르세요.

음성 메모는 녹음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녹음 내용을 재생합니다.

메모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선택한 메모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메뉴가
나타납니다.

새 메모를 만들고자
할 때 누르세요.

음성 메모 녹음 아이콘
(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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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새 메모 만들기

메모 프로그램을 열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또는 오늘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만들기]를 누른 후
[메모]를 누르세요.

❷ 쓰기, 녹음, 문자 입력 방법을 이용해 원하는
메모를 만드세요. (작성 방법 95쪽 참조)

❸ 작성이 끝나면 [ok]를 누릅니다.

메모 목록에 작성한 메모가 나타납니다. 
파일 이름은 메모1(또는 폴더 이름1), 메모2 등으로
표시합니다. 입력한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표시합니다.
파일 이름과 위치를 바꾸려면 98쪽을 참조하세요.

음성 메모를 만들 때
누르세요.

쓰기 모드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바로 쓰기하려면
선택하세요.

문자 입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필기 인식)



메모 (계속)

서식 파일 이용해 메모 만들기
자주 사용하는 메모 틀을 서식 파일 폴더에서 제공합니다.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해 간편하게 메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 프로그램을 열고 [모든 폴더]를 누른 후
[서식 파일]을 누릅니다.

❷ 사용할 서식 메모를 누릅니다.

❸ 메모를 만드세요. (작성 방법 95쪽 참조)

❹ [ok]를 누릅니다.

작성한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은 선택한
서식파일 이름(1)로 표시합니다.
파일 이름과 위치를 바꾸려면 98쪽을 참조하세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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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메모 내용 작성 방법

종이에 필기하듯이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화면에 쓰세요.

만약 쓰기/그리기 상태가 아니면 (커서 표시가
나타나 있으면 문자 입력 상태임) 아이콘을
눌러 쓰기/그리기 상태로 하세요.
화면 배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구]를 눌러
원하는 배율을 선택하세요.

화면에쓰기/그리기 아이콘을 눌러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문자를 입력하세요. (33~35쪽 참조)

화면 배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구]를 눌러 원하는 배율을
선택하세요.

문자입력하기

아이콘을 누른 후 을 누르고 녹음하세요.
녹음이 끝나면 을 누르세요. 

또는 제품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녹음하세요.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녹음이 실행되므로 녹음이 끝난 후에
손을 떼세요.

음성메모녹음하기

음성 메모는 녹음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서‘Voicero 키 설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도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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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특정 부분만 선택해 사용할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편집 역선택하기

▲ 선택한 처음 부분을 누른 후 끝 부분까지
드래그하세요.

▲ 그림 그리기 상태에서 ( 가 설정된 상태) 그림 부분을
선택할 때는 그림을 길게 눌러 십자 표시가 나타나면 손을 떼세요. 
선택한 부분을 편집하려면 다시 한번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사용하거나 하단의 편집 메뉴를 눌러 사용하세요. 
그림의 크기를 바꾸려면 을 해제한 후 그림의 꼭지점을
드래그하세요.

[편집]을 눌러 메뉴에서 원하는 편집 명령을
선택하세요.

편집메뉴사용하기

실행 취소 : 마지막에 실행한 편집 명령 취소
다시 실행 : 취소한 편집 명령 다시 실행
잘라내기 : 선택한 부분 잘라내기
복사 : 선택한 부분 복사하기
붙여넣기 : 잘라내기 또는 복사한 부분 붙여 넣기
지우기 : 선택한 부분 지우기
모두 선택 : 입력한 모든 내용 선택

메모에 현재 날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넣을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엽니다. [날짜 삽입]을 누르면 화면에
오늘 날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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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새 음성 메모 만들기

제품 왼쪽에 있는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녹음합니다.

또는 메모 프로그램을 연 후 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른 후 를 눌러도 됩니다.

녹음을 끝내려면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메모 프로그램에서 녹음한 경우에는 을 누르세요.
메모 목록에 녹음한 음성 메모가 나타납니다.
메모 이름은‘녹음1’, ‘녹음2’등으로 표시합니다.

녹음하기 들어보기

메모 목록에서 듣기할 녹음 메모 아이콘을
누릅니다.

녹음 내용을 재생합니다.

재생/일시 정지

녹음 메모 아이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감기/앞으로 감기

음성인식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서‘Voicero 키 설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도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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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메모 이름/위치 바꾸기

목록에서 해당 메모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이름 바꾸기/이동]을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바꾸려면 [도구] [이름 바꾸기/이동]을
차례로 누르세요.

이름, 폴더, 위치를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NATE Store], [Nand],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위치한 파일은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중요한 메모라면 NATE
Store 또는 Nand(권장)
폴더에 저장하세요. 
이 폴더들에 위치한
파일은 제품을 하드 리셋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면‘기억 장치
카드’를 선택해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 지우기

목록에서 지울 메모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폴더에 있는 전체 메모를 지울 때는 팝업 메뉴에서
[모두 선택]을 누르고, 다시 팝업 메뉴를 열어 [삭제]를
선택하세요.
편집 상태에서 지울 때는 [도구] [메모 삭제]를 차례로
누르세요.

❷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메모 복사하기

메모 목록에서 복사할 메모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복사본 만들기]를 누릅니다.

복사된 메모는 원래 이름(1)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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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전자 메일에 메모 첨부하기

목록에서 첨부할 메모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첨부하려면 [도구]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차례로 누르세요.

❷ 받는 사람,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선택한 메모 파일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❸ 이메일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내기]를
누르세요. (보내는 방법 122쪽, 124쪽 참조)

메모 적외선 전송하기

(적외선 전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39쪽 참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목록에서 보낼 메모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파일 무선 전송]을 누릅니다.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메모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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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계속)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메모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❷ 메모 환경을 선택하세요.

메모 기본 입력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쓰기’는 스타일러스로 화면에 직접 쓰고 그릴
수 있는 모드이고, ‘입력’은 키보드/필기인식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모드입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메모를
저장하려면, 이 항목에서
[저장소 카드1]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길게 눌러 녹음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메모 프로그램이 열리게 하려면‘메모로 전환’을
선택하고 현재 프로그램이 그대로 열린 상태로 하려면
‘현재 프로그램 유지’를 선택하세요.

새 메모를 만들 때 서식이 있는
메모 파일이 열리게 하려면
원하는 메모의 서식을 선택하세요.

❸ 입력 환경을 바꾸려면 [전역 입력 옵션]을
선택합니다.

음성 녹음 형식, 쓰기용/입력용 기본 배율을
선택합니다.

❺ [ok]를 차례로 누릅니다.

Hz, 비트 값이 높고 스테레오로
선택할 수록 메모 파일의 크기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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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프로그램 열기

[연락처]를 차례로 누릅니다.

또는 제품 앞면에서 버튼을 누르세요.

새 연락처를 만들 때
누르세요. 

이름으로 등록된
항목은 원하는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름만 검색됩니다.

연락처를 길게 누르면 해당
연락처를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연락처 프로그램으로...

각종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에 각종 전화 번호, 주소 정보는
물론 메모까지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전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연락처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선택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 주소를 선택해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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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계속)

새 연락처 만들기

연락처 프로그램을 열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또는 오늘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만들기] [연락처]를
차례로 누르세요.

성/이름을 입력하고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할 칸을 눌러 커서를 표시한 후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문자 입력 방법 33~35쪽 참조)

‘무선전화’항목은 국내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ok]를 누릅니다.

특정 범주안에 포함하려면 아래 스크롤 바를
눌러 화면 아래로 이동한 후‘범주’항목을
누릅니다.

작성한 연락처를 포함할 범주를 선택하세요.

편집 메뉴 사용 방법은
96쪽을 보세요.

주소 칸을 누르면 상세한
주소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화면의
바깥 부분을 누릅니다.

원하는 범주 제목을
눌러 체크 표시를
나타나게 합니다.

새 범주 제목을 만들거나 지우려면 [추가/삭제]를
누르세요. 새 범주를 만들 때는 [추가]를 누르고
지울 때는 지울 범주를 선택한 후 [삭제]를 누릅니다.
(단, 현재 설정된 범주 항목은 바로 삭제할 수
없으므로 설정을 해제한 후 삭제하세요.)

범주란 관련 있는 항목을 하나의 제목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연락처만 모으고 싶을 때는‘동창회’범주를
만들고 그 안에 동창 회원들의 연락처를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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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계속)

그 밖의 정보를 입력하려면 [메모] 탭을
누르고 메모를 작성하세요. 
(메모 작성 방법 95쪽 참조)

[ok]를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에 작성한 연락처가 나타납니다.

연락처 찾아보기

연락처 프로그램을 열고 확인할 연락처를
찾아 누르세요.

연락처 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범주별로 보거나 검색해
보기, 회사 이름으로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주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아래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를 눌러‘자세히’를 선택합니다. 표시할 범주 항목을
선택한 후 [OK]를 누르세요.

범주별로 보려면 ▼ 부분을 눌러 원하는
범주를 선택하세요. 최근에 등록한 순서로
보려면 [최근]을 선택하세요.

목록 표시를 회사 또는
이름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검색 문자를 입력해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을
입력한 후 키보드 화면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강’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모두 표시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 같은
이름에 저장한 다른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초초성성으으로로 찾찾기기
원하는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바로
표시하려면 해당 초성을 누르세요.
예를 들어‘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검색하려면 을 한 번 누르고
‘ㄴ’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검색하려면

을 두 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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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계속)

❸ [ok]를 누릅니다.

작성한 메모가 있을 때는
[메모] 탭을 눌러 확인하세요.

❷ 요약 화면이 나타나면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연락처 수정하기

목록에서 수정할 연락처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❸ 원하는 상태로 수정하세요. 
(102쪽‘새 연락처 만들기’참조)

❹ [ok]를 누릅니다.

번호 부분을 눌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주소를 눌러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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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계속)

연락처 지우기

목록에서 지울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연락처 삭제]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지우려면 [도구] [연락처 삭제]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연락처 복사하기

목록에서 복사할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복사본 만들기]를 누릅니다.

복사한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연락처로 전화 걸기

목록에서 전화걸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회사 전화/집 전화/휴대폰 통화]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전화를 걸려면 바로 번호를 누르세요.
또는 [도구] [회사 전화/집 전화/휴대폰 통화]를
차례로 누르세요.
전화기 화면에서 연락처 목록을 열 수 있습니다. (75쪽 참조)

단축 번호로 만들기

목록에서 등록할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단축 다이얼에 회사 전화/집 전화/휴대폰 추가]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등록하려면 [도구] [단축 다이얼에 회사 전화/
집 전화/휴대폰 추가]를 차례로 누릅니다.
단축 번호를 사용하려면 78쪽을 보세요.

연락처 적외선 전송하기

(적외선 전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39쪽 참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목록에서 보낼 이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연락처 무선 전송]을 누릅니다.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연락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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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계속)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연락처 환경으로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한국’을 선택하세요.

자신의 지역 번호를
입력하세요.

연락처에서 전자 메일 보내기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선택해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이메일 주소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연락처에 전자 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보내려면 바로 이메일 주소를 누르세요.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❸ [보내기]를 누릅니다. 
(보내는 방법 122쪽, 124쪽 참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연락처 목록에 있는 휴대폰 번호를 선택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휴대폰 번호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누릅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❸ [전송]을 누릅니다. (보내는 방법 146쪽 참조)

목록 보기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표시
상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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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프로그램 열기

[일정]를 차례로 누릅니다.

또는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새 일정을 만들 때
누르세요.

오늘 날짜를
선택할 때 누르세요.

일정 보기를 일정별, 
일별, 주별, 월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달력 화면을
볼 때 누르세요.

음력 달력을
볼 때 누르세요.

일정을 길게 누르면
해당 일정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날짜의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프로그램으로...

오늘 날짜 또는 특정일을 선택해 일정 내용을
만들어 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메모를 넣어 일정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일정 또는 한 달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별, 월별 보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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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속)

새 일정 만들기

일정 프로그램을 열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또는 오늘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만들기] 
[약속]을 차례로 누르세요.
또는 일정 화면에서 아무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새 약속]을 누르세요.

❷ 일정을 작성하세요.

(형식)
위의 시작/종료 시간을 선택한 경우에는‘표준’을
선택하고 하루 종일 일정은‘하루 종일’을 선택하세요.

(되풀이 방법)
매주, 매월, 매년 되풀이하는 일정이면 해당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되풀이 방법을 만들 때는
<유형 편집>을 선택해 편집하세요. (114쪽 참조)

(미리 알림)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미리 알려주게 하려면‘이벤트
시작’을 선택하고 알림 시간을 입력하세요. (알림 방식
바꾸기 45쪽 참조)

(범주)
특정 범주에 포함하려면 누르세요.
범주 화면이 열리면 해당 범주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범주를 만들거나 지우려면 [추가/삭제]를 누르세요.

(참석자)
일정이 약속에 관한 것이면 약속 당사자의 이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일 보내기를
할 때 선택한 상대방에게 약속 메일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옵션 화면에서 사용할 이메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112쪽 참조)

그 밖의 정보를 입력하려면 [메모] 탭을
누르고 메모를 작성하세요. 
(메모 작성 방법 95쪽 참조)

[ok]를 누릅니다.

제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를 눌러
제목 목록에서 원하는 제목을 찾으세요.

장소를 입력하세요. 
이전에 입력한 장소일
때는 ▼를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와 시간, 끝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세요.
날짜 부분을 눌러 달력
화면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간 부분을 눌러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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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속)

일정 보기

선택한 날짜에 등록한 일정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일정 제목과 날짜, 시간을 표시합니다.

일정 프로그램을 열고 아이콘을 누릅니다.

확인하고 싶은 요일에서 원하는 일정 항목을
누르세요.

일정별보기

확인할 요일을 누르세요.
◀/▶를 눌러 다음주 또는
이전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화면이 열리면 일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ok]를 누릅니다.

미리 알림을 선택한 경우에는
알림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그 밖에 비공개, 되풀이 일정
등의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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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속)

일정 프로그램을 열고 아이콘을 누릅니다.

확인할 일정일을 선택합니다.

확인할 항목을 누릅니다.

요약 화면이 열리면 일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일별보기

설정한 시간대를 막대로 표시합니다.
프로그램 환경에서 아이콘 표시를
설정하면 알림, 비공개, 되풀이 아이콘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12쪽 참조)

확인할 요일을
누르세요.◀/▶를
눌러 다음주 또는
이전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별보기

한 주에 등록된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정 프로그램을 열고 아이콘을 누릅니다.

확인할 일정일이 있는 주를 선택하세요.

확인할 일정 막대를 누릅니다.

화면 윗쪽에 일정 정보를 표시합니다.

요약 화면으로 보려면 일정 정보 부분을
누르세요.

◀/▶를 눌러
다음주 또는
이전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등록한
시간대에 막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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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속)

일정 프로그램을 열고 아이콘을 누릅니다.

확인할 월을 선택하세요.

일정을 등록한 날은 달력에 기호로 표시합니다.

달력에서 원하는 일정 일을 누르세요.

월별보기

◀/▶을 눌러 다음달
또는 이전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전에 약속 있음
: 오후에 약속 있음
: 오전, 오후에 약속 있음
: 종일 약속

일정 수정하기

요약 화면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원하는 상태로 수정하세요. 
(108쪽‘새 일정 만들기’참조)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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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일정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일정 지우기

지울 일정을 찾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약속 삭제]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지우려면 [도구] [약속 삭제]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일정 적외선 전송하기

(적외선 전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39쪽 참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목록에서 보낼 일정을 찾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약속 무선 전송...]을 누르세요.
요약 화면에서 보내려면 [도구] [약속 무선 전송...]을
차례로 누르세요.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메모를 보냅니다.

일정 (계속)

[ok]를 누릅니다.

시작 요일과 주별
보기에 표시할 주일
수를 선택하세요.

해당 기능이 설정되면
요약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입니다. 
각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
기본 시간을
선택하세요.

참석자를 선택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게
약속 메일을 보낼 이메일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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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프로그램 열기

[작업]를 차례로 누릅니다.

새 작업을 만들 때
누르세요.

작업 프로그램으로...

해야할 일을 목록으로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할일마다 중요도를 선택하거나 완료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메모를 넣어 작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길게 누르면 해당 작업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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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속)

새 작업 만들기

작업 화면에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또는 오늘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만들기] [작업]을
차례로 누르세요.

작업 내용을 입력하세요.

제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를 눌러 제목 목록에서
원하는 제목을 찾으세요.

특정 범주에 포함하려면 누르세요.
범주 화면이 열리면 해당 범주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범주를 만들거나
지우려면 [추가/삭제]를 누르세요.

우선 순위를
선택하세요.

시작일과 기한을
선택하세요. 

‘없음’부분을
눌러 달력 화면을

열고 원하는
날짜를 누르세요.

<유형 편집 방법>
❶ 되풀이 화면에서 시작 날짜와 기한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❷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중에서 원하는 되풀이 간격

탭을 누릅니다.
❸ 원하는 되풀이 간격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되풀이 방법)
매주, 매월 또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일정이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유형 편집>을 선택하면 자신이
원하는 간격으로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
설정한 시간전에 화면에 알람 등을 이용해 미리
알려주려면 이벤트 시작을 선택하고 알림 시간을
선택하세요. 알림 방법은‘소리 및 알림’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45쪽 참조)

그 밖의 정보를 입력하려면 [메모] 탭을
누르고 메모를 입력하세요. 
(메모 작성 방법 95쪽 참조)

[ok]를 누릅니다.

❹ 원하는 되풀이 종료
기준을 선택하고 [마침]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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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속)

작업 화면에서 [도구] [항목 표시줄]을
차례로 누릅니다.

우선 순위를 선택하고 작업 내용을 입력하세요.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를
누릅니다.

목록에 입력한 작업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우선 순위
버튼을 누르세요.
!! : 우선 순위 높음
↓ : 우선 순위 낮음

!! : 우선 순위 높은 작업
↓ : 우선 순위 낮은 작업

완료한 작업 표시

작업 확인하기새 작업 빨리 만들기

작업 프로그램을 엽니다.

화면에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확인할 작업 항목을 누르세요.

목록의 표시 기준을 바꿀 때 선택하세요. 
상태, 우선 순위, 제목, 시작 날짜, 
기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 커서가
나타나면 작업 내용을
입력하세요.

표시할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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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속)

작업 요약 화면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ok]를 누릅니다.

메모한 내용은 아래에
표시합니다.

우선 순위, 미리 알림, 되풀이,
비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완료한 작업이라면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작업 완료하기

목록에서 완료할 작업 앞의 를 눌러
체크를 표시하세요.

또는 편집 화면에서‘상태’항목을‘완료’로 하세요.
목록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작업 수정하기

요약 화면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원하는 상태로 수정하세요. 
(114쪽‘새 작업 만들기’참조)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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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속)

[ok]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작업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상태로 선택하세요.

작업 지우기

목록에서 지울 작업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작업 삭제]를 누릅니다.
요약 화면에서 지우려면 [도구] [작업 삭제]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작업 적외선 전송하기

(적외선 전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39쪽 참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목록에서 보낼 작업을 찾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작업 무선 전송...]을 누르세요.
요약 화면에서 보내려면 [도구] [작업 무선 전송]을
차례로 누르세요.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작업을 보냅니다.

목록의 을 크게하려면
선택하세요.

목록에 시작일과 완료일을
표시하려면 선택하세요.

새 항목을 만들 때
‘미리 알림’이 기본으로
선택되게 하려면 이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선택하지
않으려면 해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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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프로그램 열기

[받은 편지함]을 차례로 누릅니다.

정렬 기준을 바꿀 때
누르세요. 보낸 사람, 
받은 날짜, 제목 순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눌러 편지함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편지를
쓸 때 누르세요.

받은 편지함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설정해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컴퓨터 아웃룩 프로그램에
있는 편지를 다운로드해 제품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서 작성한 메일은
액티브싱크를 통해 컴퓨터의 아웃룩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을 길게 누르면 해당
편지를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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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내 메일 서비스로 메일 보내기/받기
내 메일 서비스를 제품에 설정해 직접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새 메일 서비스를 만드세요.

받은 편지함 프로그램 화면에서
[서비스] [새 서비스]를 차례로 누릅니다.

또는 [도구] [옵션] [새로 만들기]를 차례로
선택하세요.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연결 중, 연결됨 화면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숨기기]를 누르세요.

사용 중인 메일 서비스가 받기 서버인 POP3(IMAP4)와
보내기 서버인 SMTP를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이메일 서비스 사업자에게 POP3(IMAP4)와
SMTP 주소를 확인하세요.

메일서비스설정하기

만약 네트워크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부터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암호 저장’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세요. 만약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설정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설정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아이콘을 눌러
도움말을 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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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자동 구성이 끝나면 [다음]을 누릅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서비스 종류(POP3 
또는 IMAP4)를
선택하고 서비스
이름을 입력하세요.

받는 메일의 계정 정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받는 메일, 보내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옵션]을 누릅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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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메시지 가져오기 상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메일 서버에 접속해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방법은
122쪽을 참조하세요.

만약 네트워크에 연결한 상태라면
아이콘을 누른 후‘연결됨’화면에서
[끝내기]를 누릅니다.

메시지 표시 기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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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서비스]를 눌러 설정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19쪽 참조)

[만들기]를 누릅니다.

메일 서비스를 선택한 상태라면 오늘 화면에서
새 메일 쓰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전자 메일 메시지]를 차례로 누르세요.

메일보내기 받는 사람 주소와 제목을 입력한 후
이메일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본문 칸을 누르고 메일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내 텍스트]를 누른 후 입력할
문장을 누르세요. (내 텍스트 편집 방법 127쪽 참조)
문장 복사하기, 붙여넣기, 지우기를 선택하려면 [편집] 
메뉴를 눌러 사용하세요.

함께 보낼 사람이 있다면
를 눌러 참조 또는

숨은 참조에 해당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메일 주소 사이에‘;’를
입력하세요.

>>>>메일 작성 중에 이메일
서비스를 바꾸려면
▼를 누른 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연락처에서 주소를 선택하려면 이 아이콘을 누르세요. 연락처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들을 표시합니다. 사용할 주소를 눌러 선택하세요.
선택이 끝나면 아이콘을 다시 눌러 연락처 화면을 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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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편집] [첨부 파일
추가]를 차례로 누르세요. 열기 화면에서 첨부할
파일을 누르세요.

[보내기]를 누릅니다.

선택한 서비스의 보낼 편지함에 들어갑니다.

다른 편지를 작성하려면 ~ 을 반복합니다.

[도구] [상태]를 차례로 눌러 메일을 보내기 전에
지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메일을 보내세요.

만약 네트워크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연결 중, 연결됨 화면이 차례로 나타난 후
메일 서버에 접속해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 작성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편집] [메시지 취소]를 차례로 누르세요. 작성한 메시지를
모두 지웁니다. 새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기가 끝난 후 해당 메일이‘보낸 편지함’에 보관되게
하려면 받은 편지함 환경 바꾸기에서‘보낸 편지함에 복사본 저장’을
선택하세요. (128쪽 참조)

[서비스]를 눌러 설정한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화면 아래에서 아이콘을 누릅니다.

만약 네트워크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연결 중, 연결됨 화면이 차례로 나타난 후
메일 서버에 접속해 메일을 받습니다.

받은 편지함 목록에 도착한 메일들이 보입니다.
확인할 편지를 누르세요.

메일받기

새 편지

확인한 편지

메시지가
잘린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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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메일 내용이 열리면 확인하세요.

답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메일 내용을 보낼 때
누르세요.

편지를 지울 때 누르세요.

읽은 메일을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편집]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를 차례로 누르세요.

다른 편지함 폴더(받은, 보낸, 보낼, 임시, 지운 편지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집] [이동]을 차례로 누른 후
옮길 폴더를 선택하세요.

외국에서 온 메일인 경우 가끔 메일 내용이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집] [언어]를 차례로
누른 후 해당 나라를 선택하세요.

보낸 사람 정보를 표시
합니다.    를 눌러
다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또는 이전 메일
내용을 볼 때 누르세요.

액티브싱크로 메일 보내기/받기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아웃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컴퓨터 아웃룩의 받은 편지함 메일들을 제품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서 작성한 메일은 액티브싱크를 통해 컴퓨터의
아웃룩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ActiveSync]를 차례로 누르세요.

[만들기]를 누릅니다.

메일 서비스를 선택한 상태라면 오늘 화면에서
새 메일 쓰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전자 메일 메시지]를 차례로 누르세요.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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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한 후 본문 칸을
누르고 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122쪽 참조)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편집] [첨부 파일
추가]를 차례로 누르세요. 열기 화면에서 첨부할
파일을 누르세요.

[보내기]를 누릅니다.

ActiveSync의 보낼 편지함에 들어갑니다.

다른 편지를 작성하려면 ~ 를 반복하세요.

컴퓨터와 동기화하세요. (64쪽 참조)

보낼 편지함에 있는 메일들은 컴퓨터 아웃룩 프로그램을
통해 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메일 전송이 끝나면
보낸 편지함으로 이동합니다.

받은 편지함을 컴퓨터와 동기화하세요.

컴퓨터 아웃룩에 있는 받은 편지들이 제품의 ActiveSync 
받은 편지함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서비스] [ActiveSync]를 차례로 누릅니다.

받은 편지함 목록에 다운로드 받은 메일들이
보입니다. 확인할 메일을 누르세요.

메일 내용이 열리면 확인하세요.

메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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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받은 편지에 답장하기

[서비스]를 눌러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받은 편지함] 폴더가 바로 열립니다.

답장할 메일을 길게 눌러 [회신] 또는
[전체 회신]을 누르세요.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메일인 경우 모든 주소에 답장할
때는 [전체 회신]을 선택하세요.
메일 읽기 상태에서 답장하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누른 후 [회신] 또는 [전체 회신]을 누르세요.

메일 또는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보내기]를 누릅니다.

[ActiveSync]에서 답장한 경우에는 액티브싱크를 실행해
컴퓨터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124쪽 참조)
제품에 설정한 메일 서비스에서 답장한 경우에는

아이콘을 눌러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122쪽 참조)

받은 편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서비스]를 눌러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받은 편지함] 폴더가 바로 열립니다.

답장할 메일을 길게 눌러 [전달]을 누릅니다.

메일 읽기 상태에서 전달하려면 화면 아래의 아이콘을
누른 후 [전달]을 누르세요.

받는 사람 주소,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보내기]를 누릅니다.

[ActiveSync]에서 전달한 메일은 액티브싱크를 실행해
컴퓨터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품에 설정한 메일 서비스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아이콘을 눌러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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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메일 지우기

[서비스]를 눌러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지울 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하세요.

지울 메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메일 읽기 상태에서 지우려면 화면 아래의
아이콘을 누르세요.

지운 메일들은 각 서비스의 지운 편지함 폴더에 있습니다.
완전히 지우려면 편지함 목록 상태에서 [도구] [지운 편지함 비우기]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내 문자 메시지 편집하기

편지함 목록에서 [도구] [내 문자 메시지
편집]을 차례로 누릅니다.

목록에서 편집할 문장을 누른 후 원하는
문장으로 수정하세요.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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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편지함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서비스] 탭에서 메일 서비스 설정 환경을
바꾸세요.

새 메일 서비스를
만들 때 누르세요.

설정한 서비스를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서비스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세요.

설정 환경을 바꾸려면 해당
서비스를 누르세요. 전자
메일 설정 상태가 됩니다. 
원하는 상태로 바꾸세요. 
(119쪽 참조)

[메시지] 탭을 누르고 메시지 환경을 설정하세요.

답장 메일을 보낼 때
원본 메시지 복사본을
본문에 포함하려면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보내는 전자 메일
메시지는 메모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장되지
않습니다. 보낸 메일
메시지를 저장하려면
선택하세요.

메시지를 삭제한 후
어떤 작업 상태로
전환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면 지운
편지함으로 갑니다. 
지운 편지함의 자동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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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편지함 (계속)

[주소] 탭을 누르고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저장소] 탭 화면에서
첨부된 파일을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223쪽 참조)

❻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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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으로...

이 제품은 무선 모뎀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 설정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만 실행해 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컴퓨터에
등록된 즐겨찾기 주소들을 한 번에 제품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동기화하기 62쪽 참조)

프로그램 열기

[Internet Explorer]를 차례로 누릅니다.

중지/새로고침

홈 페이지이전 페이지 그림 숨기기/보기

즐겨찾기

홈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홈 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
니다. (135쪽 참조)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으면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기 전원을 켜세요.



131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속)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보기] 
[주소 표시줄]을 차례로 누릅니다.

❷ 주소줄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아이콘을
누릅니다.

최근에 입력한 주소를 다시 사용하려면 ▼를 누른 후
사용할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❸ 만약 네트워크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부터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암호 저장’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세요. 연결 중, 연결됨 화면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숨기기]를
누르세요.

❹ 선택한 사이트가 열리면 원하는 링크를 눌러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 사용하기 132쪽 참조

연결을 끊을 때는 아이콘을 누른 후
연결 화면을 열고 [끝내기]를 누르세요.

접속 후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온라인
접속을 종료합니다.

열어본 사이트를 다시 열어보려면 134쪽을 보세요.
즐겨찾기한 사이트를 열어보려면 133쪽을 보세요.
인터넷 연결 중에 전화가 오면 인터넷 접속이 끊어집니다.
다시 접속하려면 네트워크 로그온을 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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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린 웹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해 메모, 포켓 워드 등의
프로그램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복사할 내용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 선택하세요. 전체 문장을
복사하려면 [도구] [모든 텍스트 선택]을 차례로
누르거나, 화면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모든 텍스트 선택]을 선택하세요.

[도구] [복사]를 차례로 누릅니다.

또는 화면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복사]를
누르세요.

붙여 넣기할 프로그램을 열고 편집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실행하세요.

사이트내용복사하기

정보를 확인할 사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보기] [속성]을 차례로 누릅니다.

현재사이트정보보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보기] [텍스트 크기]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화면 자크기바꾸기

인터넷 사이트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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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사용하기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접속할 때는 즐겨찾기 목록에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릅니다.

열기할 페이지를 누릅니다.

즐겨찾기할 웹 페이지를 엽니다.

내용 화면 아무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세요.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즐겨찾기에추가한페이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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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른 후 [추가/삭제] 탭을 누릅니다.

삭제할 즐겨찾기 항목을 누른 후 [삭제]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즐겨찾기삭제하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른 후 [추가/삭제] 탭을 누릅니다.

[새 폴더]를 누른 후 폴더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즐겨찾기폴더만들기

열어본 사이트 다시 열기
지정한 기간 동안은 열어본 사이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열어 본 페이지 목록에서 선택해 열 수 있습니다.
(열어 본 페이지 목록 저장 기간을 바꾸려면 135쪽 참조)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보기] 
[열어 본 페이지 목록]을 차례로 누릅니다.

접속할 페이지를 누르세요.

페이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주소로 보려면 ▼ 부분을 눌러 주소
(URL)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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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전자 메일로 보내기

해당 사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도구] 
[전자 메일로 링크 보내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받는 사람, 제목, 메일 내용을 입력하세요.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일반] 탭에서 원하는 인터넷 환경을 선택하세요.

열어본 페이지 저장 기간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기간이
지난 페이지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방문한 페이지 목록을
삭제하려면 누르세요.

해당 주소를
표시합니다.

홈 페이지 환경을 선택하세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홈 페이지로 하려면
해당 페이지를 연 상태에서 이 화면을 여세요.
그런 다음 [현재 페이지]를 누르면
현재 페이지를 홈 페이지로 등록합니다.

❸ [보내기]를 누르세요. 
(보내는 방법 122쪽, 124쪽 참조)

이전에 방문했던
페이지를 다시 볼 때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등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지울 때 누르세요.



136

인터넷익스플로러 (계속)

[고급] 탭을 누른 후 쿠키, 보안, 언어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르세요.

저장한 쿠키 정보를
지우고 싶을 때 누르세요.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해제
하세요.

보안되지 않은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경고를 보이게
하려면 선택하세요.

웹 페이지 기본
문자 조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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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열기

[프로그램] [MSN Messenger]를
차례로 누릅니다.

로그인하려면
화면을 누르세요.

MSN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하던 MSN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 제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어느 장소에서도 메신저를 이용해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MSN 메신저 사용중에 액티브싱크를 연결하면 MSN 메신저 연결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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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 등록하기

MSN 메신저 화면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계정] 탭을 누릅니다.

사용할 계정의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로그인/로그아웃하기

MSN 메신저 화면에서 화면의 아무 곳을
누릅니다.

또는 [도구] [로그인]을 차례로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열리면 [로그인]을 누릅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는 해당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르세요.

만약 네트워크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부터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암호 저장’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세요. 연결 중, 연결 됨 화면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숨기기]
를 누르세요.

메신저 화면이 열리면 대화할 상대방을
누르세요.

컴퓨터 환경에서 MSN 메신저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MSN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MSN 메신저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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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사용을 끝낼 때는 [도구] [로그아웃]을
차례로 누르세요.

대화상대 추가/삭제하기

MSN 메신저 화면에서 [도구] 
[대화 상대 추가]를 차례로 누릅니다.

대화 상대의 로그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성공 화면이 나타나면 [ok]를 누릅니다.

상대방이 대화 상대를 승낙하면 서로의 대화 상대 목록에
추가합니다.

추가하기

대화 상대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 온라인 상태

: 오프라인 상태

상대방이 나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이면 대화 상대 목록에 추가는
되지만 오프라인 상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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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 목록에서 삭제할 상대방을 길게
누른 후 [대화 상대 삭제]를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삭제하기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보낼 상대방을 누릅니다.

메시지 상자가 열립니다.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대화 상대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누르세요.

여러 명과 대화하고 있는 경우 [채팅]을
누르면 대화중인 다른 상대방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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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빨리 입력하려면 [내 텍스트]를 누르고
해당 메시지를 선택해 [보내기]를 누르세요. 

현재 대화에 다른 상대방을 초대하려면 [도구] [초대]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상대방을 선택하고 [ok]를 누르세요.

여러 명과 대화할 때 대화에 참석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도구] [채팅 구성원]을 차례로
누르세요.

[ok]를 누릅니다.

내 문자 메시지 편집하기

MSN 메신저 화면에서 [도구] 
[내 문자 메시지 편집]을 차례로 누릅니다.

목록에서 편집할 문장을 누른 후
원하는 문장으로 수정하세요.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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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받기

메시지가 도착하면 풍선 화면이 열립니다.
[채팅]을 누릅니다.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로그온 한 상태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프라이버시] 탭을 누르세요. 허용된 대화 상대
목록에서 상대방을 선택한 후 [>>]를 누릅니다.

대화 상대 목록에서 차단할 상대방을 길게 누른 후
[차단]을 누르세요.

(또는)

대화상대 차단/해제하기
잠시 대화를 하지 않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상대방의 메시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하기

[ok]를 누릅니다.

차단한 상대방은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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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 목록에서 해제할 상대방을 길게 누른 후
[차단해제]를 누르세요.

(또는)

로그온 한 상태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프라이버시] 탭을 누르세요. 차단된 대화 상대
목록에서 상대방을 선택한 후 [<<]를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해제하기
나를 대화 상대로 초대한 상대방 보기

나를 대화 상대로 초대한 상대방 목록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온 한 상태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프라이버시] 탭을 누른 후 [보기]를 누릅니다.

목록이 열립니다.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상대방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속성]을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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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태 바꾸기
연결한 상대방에게 현재 내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할 수 없을 때는 내 상태를 바꾸세요.

로그온 한 상태에서 내 아이콘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내 상태를 선택하세요.

또는 [도구] [상태]를 차례로 눌러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대화명 바꾸기

로그온 된 상태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일반] 탭에서 대화명을 입력하세요.

입력이 끝나면 [ok]를 누르세요.

인터넷에 연결할 때
메신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켜려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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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메시지 받기

‘음성 메시지’풍선 화면이 나타납니다. 
[듣기]를 누르세요.

음성 사서함 센터로 연결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자 메시지’풍선 화면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하세요.

풍선 화면 바깥 아무 부분을 누르면 화면이 닫힙니다.
알림 간격을‘2분 마다’로 설정한 경우에는 (153쪽 참조)
알림음이 계속 울리므로 문자 메시지 수신함을 열어
확인하세요. (받은 메시지 확인 방법 148쪽 참조)

새음성메시지가도착하면 새문자메시지가도착하면

전화기 화면에서 음성 사서함 센터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을 길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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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보내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NATE] 탭에서 [메시지관리]를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탭에서 [새 편지 쓰기]를
누르세요.

‘수신자’칸에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고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전송]을 누릅니다.

문장 보관함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대답
버튼을 누르세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본문 칸을 눌러 커서가 나타나면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연락처 목록에서 번호를
선택하려면 이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후 [ok]를 누르세요.

수신자 칸을 눌러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세요. 여러 명에게 보낼 때는
번호 사이에‘;’를 입력하거나
한 칸 띄우세요.

새메시지를작성해보내기

여러명에게 동시에 보낼 때는
추가한 전화번호가 모두 요금에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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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관리 (계속)

발신함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대답 버튼을 누르세요.

전송에 실패하면 재전송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재전송하려면 [예]를 선택하세요. 
[아니오]를 선택하면 보류함에 저장됩니다.

편지 쓰기 상태에서 [문장보관함]을 누릅니다.
사용할 문장을 선택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새 문장을 만들어 선택하려면 아래 칸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선택]을 누르세요.
문장보관함에 저장한 메시지를 지우려면 선택 후
[삭제]를 누르세요.

메시지를 보내세요.

문장보관함에서선택해보내기

편집한 메시지 목록을
처음 상태로 하려면
누르세요.

명함작성하기

명함보내기

명함 작성해 보내기

편지 쓰기 상태에서 [도구] [명함 작성]을
차례로 누릅니다.

이름, 휴대폰 번호,
메모를 입력한 후
[ok] 누릅니다.

편지 쓰기 상태에서 [도구] [명함 전송]을
차례로 누릅니다.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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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관리 (계속)

받은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받은 문자 메시지들은‘수신함’에 저장합니다. 
메시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관리 화면에서 수신함을 선택합니다.

확인할 메시지를 두 번 누릅니다.

받은메시지확인하기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듯이 스타일러스로
두 번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또는 [이전]을
누르세요.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릅니다.

확인 후 지우려면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르세요.

답장하려면 누르세요. 
메시지 쓰기 상태가
됩니다. (보내는 방법

146쪽 참조) 

전화 번호가 있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때 누르세요.

회신 URL이 있으면 활성됩니다. 
해당 URL에 접속하려면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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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관리 (계속)

수신함에서 답장할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답장]을 누릅니다.

또는 메시지 내용 확인 상태에서 [답장]을 눌러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 쓰기 상태가 됩니다.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146쪽‘문자 메시지 보내기’참조)

기본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의 번호로
설정되어 있지만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누릅니다.

받은메시지답장하기 문자 메시지 쓰기 상태가 됩니다. 수신자와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146쪽‘문자 메시지 보내기’참조)

[전송]을 누릅니다.

수신함에서 보낼 메시지를 한 번 눌러
선택합니다.

[재전송]을 누릅니다.

받은메시지다른사람에게보내기

수신함에서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통화]를 누릅니다.

또는 메시지 내용 확인 상태에서 [전화]를 눌러도 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상대방번호로전화걸기

수신함에서 지울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또는 메시지 내용 확인 상태에서 [삭제]를 눌러도 됩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받은메시지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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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관리 (계속)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신함에서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주소록에 추가]를 누릅니다.

상대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그룹 이름, 이메일, 회사 전화, 
집 전화, 부서를 입력하세요.

입력이 끝나면 [ok]를 누릅니다.

저장한 번호는 연락처 프로그램에 저장합니다.

상대방번호저장하기
보낸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보낸 문자 메시지들은‘발신함’에 저장합니다. 
메시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관리 화면에서 발신함을 선택합니다.

확인할 메시지를 두 번 누릅니다.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듯이 스타일러스로
두 번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또는 [이전]을
누르세요.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릅니다.

보낸메시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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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관리 (계속)

발신함에서 보낼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재전송]을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쓰기 상태가 됩니다. 수신자와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146쪽‘문자 메시지 보내기’참조)

[전송]을 누릅니다.

보낸메시지다른사람에게보내기

발신함에서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통화]를 누릅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통화하세요.

보낸상대방번호로전화걸기

발신함에서 지울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또는 메시지 내용 확인 상태에서 [삭제]를 눌러도 됩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보낸메시지지우기

보류된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보류된 문자 메시지들은‘보류함’에 저장합니다. 
메시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관리 화면에서 보류함을 선택합니다.

확인할 메시지를 두 번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또는 [이전]을
누르세요.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릅니다.

보류된메시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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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관리 (계속)

보류함에서 보낼 메시지를 눌러 선택한 후
을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쓰기 상태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을 수정하세요

[전송]을 누릅니다.

보류된메시지보내기

보류함에서 지울 메시지를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또는 메시지 내용 확인 상태에서 [삭제]를 눌러도 됩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보류된메시지지우기

받은 음성 메시지 정보 확인하기

메시지 관리 화면에서 [음성 메시지] 탭을 누르세요.

현재 음성 사서함에 수신되어 있는 메시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음성 사서함 센터에 연결해 확인하려면 [듣기]를 누르세요.
목록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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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관리 (계속)

메시지 목록 전체 지우기

각 메시지 목록에 저장된 전체 메시지를 지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 관리 화면에서 문자 메시지 목록을
지울 때는 해당 메시지함을 먼저 선택하세요.

음성 메시지 목록을 지울 때는 [음성 메시지] 
탭을 누르세요.

[전체 삭제]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수신/발신 메시지 횟수 삭제하기

메시지 관리 화면에서 [정보] 
[메시지 통신 기록]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삭제가 끝나면 [ok]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메시지 관리 화면에서 [메시지 설정] 탭를 누릅니다.

메시지 환경을 선택하세요.

[적용]을 누릅니다.

메메시시지지 도도착착 알알림림간간격격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의 알림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메메시시지지 내내용용표표시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경우
메시지의 내용을 표시할 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메메시시지지 알알림림방방법법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알림음이
울리게 할 것인지 무음, 진동이
되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메메시시지지 알알림림음음
메시지 알림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원하는 알림
음을 선택하세요.

전전송송 속속도도
메시지 전송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세요.

처음 설정되어 있던 값으로 할 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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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미디어
프로그램 열기

[Windows Media]를 차례로 누릅니다.

재생 도구들
(157쪽 참조)

재생중인 제목 표시

음악 파일을 선택하거나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파일의 정보를 보거나 재생 방법, 
사용 환경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MP3, WMA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ASF 파일로 만든 동 상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파일 목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배경 화면을 바꾸거나 제품의 버튼에
재생 도구들을 설정해 제품의 버튼을 눌러
음악 듣기, 멈추기를 할 수 있습니다.

05장_프로그램3-rev1.7   2004.3.10 10:37 AM  페이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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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미디어 (계속)

제품에 윈도우 미디어 파일 복사하기
이 제품의 윈도우 미디어 프로그램은 *.asf, *.WMA, *.mp3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컴퓨터에서 제품의 [My Documents] 폴더로
복사하세요. 윈도우 미디어 프로그램은 [My Documents] 폴더에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복사 방법 67쪽 참조)

음악 파일과 동 상 파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파일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면 많은 음악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메모리에 저장한 파일이 많으면 시스템 속도가 느려집니다.

먼저 컴퓨터에 윈도우 미디어 7.1 이상을 설치하세요. 이하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버전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윈도우 미디어 7.1 버전인 경우

컴퓨터와 제품을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윈도우 미디어 프로그램을 엽니다.

컴퓨터 윈도우 미디어에서 [휴대용 장치]를
클릭합니다.

❹ 화면 왼쪽‘복사할 음악’에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PC에서장치로다운로드하기

❺ 화면 오른쪽‘장치에 있는 음악’에서
[Porket_PC]를 선택합니다.

❻ [도구]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❼ [휴대용 장치] 탭을 클릭한 후 원하는 품질
수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❽ [음악 복사]를 클릭하면 파일을 변환해 제품의
[My Documents] 폴더에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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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미디어 (계속)

저장한 음악/동 상 파일 재생하기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재생할 파일을 누른 후 를 누릅니다.

❸ 인터넷에 연결한 후 음악을 재생합니다.

재생 목록을 만든
경우에는 ▼를 눌러
재생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
만들기 158쪽 참조)

인터넷에 있는 음악 파일 재생하기

재생할 음악 파일이 인터넷 웹 페이지에 있는 경우 해당 파일
URL만 알면 URL을 입력해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 [도구] [URL 열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URL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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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미디어 (계속)

재생 도구 사용하기

/ : 재생/일시 멈춤

: 재생 멈춤

/ :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 전체 화면 보기

소리 크기를 조절할 때
막대를 눌러 원하는 위치에
끌어 놓으세요.

원하는 부분부터 들으려면(보려면) 
이 막대를 끌어 해당 위치에
놓으세요.

비디오 파일을 볼 때 전체 화면 상태로 하려면 을 누르세요. 
다시 재생 도구가 보이게 하려면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르세요.
재생 중에 전화가 오면 음소거 상태로 진행합니다.
윈도우 미디어 실행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160쪽을 참조하세요.
화면 아래 재생 도구들의 기능을 제품의 버튼을 눌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 등록 방법 161쪽 참조)

재생 순서 바꾸기

순서대로 또는 순서를 섞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누른 후 [반복] 또는
[순서 섞기]를 선택하세요.

재생중인 음악 파일 정보 보기

지금 재생중인 파일 제목, 음악가, 
재생 시간, 파일 이름, 위치, 비트 전송률을
볼 수 있습니다. [도구] [속성]을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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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미디어 (계속)

재생 목록에 추가할 파일을 선택하세요.

음악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 사용하기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화면 왼쪽 위에 있는‘로컬 콘텐트’를 눌러
[재생 목록 구성]을 누릅니다.

재생목록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목록 이름을 입력하고 키보드 (또는
필기 입력) 화면 위의 아무 부분을 누릅니다.

추가시킬 파일을 눌러
체크 표시가 나타나게 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재생 목록에 추가한 파일이 나타납니다.

: 새 파일을 목록에 추가

: 선택한 파일을 목록에서 지우기

/ : 파일 순서 바꾸기

❼ 를 눌러 목록을 재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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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미디어 (계속)

‘재생 목록 구성’화면을 엽니다. (158쪽 참조)

복사할 목록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재생 목록 이름 #2가 만들어 집니다.

재생목록복사본만들기

‘재생 목록 구성’화면을 엽니다. 

이름을 바꿀 목록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또는 이름 바꿀 목록을 누른 후 위의 [이름 바꾸기]를
누르세요.

새 이름을 입력하세요.

재생목록이름바꾸기

‘재생 목록 구성’화면을 엽니다.

지울 목록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또는 이름 지울 목록을 누른 후 위의 [삭제]를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재생목록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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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미디어 (계속)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하세요.

인터넷 연결 속도
(모뎀 속도)를 선택하세요.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 [도구] [설정] 
[네트워크]를 차례로 누릅니다.

인터넷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인터넷연결환경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비디오 파일의 화면
재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 재생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음악을 멈추려면 [재생 일시
중지]를 선택하세요.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 [도구] [설정] 
[오디오 및 비디오]를 차례로 누릅니다.

오디오/비디오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오디오/비디오재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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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미디어 (계속)

윈도우 미디어에서 [도구] [설정] 
[스킨 선택]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사용할 스킨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스킨선택하기

먼저 웹사이트에서 포켓 윈도우 미디어용 스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스킨 파일을 제품의 [내 장치] [Program
Files] [Windows Media Player] 폴더에 넣어 주세요.
일부 스킨 파일을 설치하면 동 상을 재생할 때 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킨 버전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해당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예: wmorange 스킨 파일을 설치한 경우)

‘화면토 ’은 화면 켜기/끄기 기능이고, 
‘전체화면토 ’은 가로/세로 화면전환 기능입니다.

버튼은 하드웨어 이름이‘작업’으로 표시됩니다.

목록에 단추 번호와 선택한
기능을 표시합니다.

설정을 해제할 때는 목록에서 해제할
버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이 단추 매핑 해제]를 선택하세요. 설정한 버튼이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만 적용되게 하려면
이 항목을 선택하세요.

제품에 있는 버튼을 윈도우 미디어 각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화면에서 [도구] [설정] 
[단추]를 선택합니다.

기능 선택에서 해당 기능을 선택하고
원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ok]를 누릅니다.

버튼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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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카드놀이)

게임 시작하기

[프로그램]을 차례로 누릅니다.

[게임] [카드놀이]를 차례로 누릅니다.

게임을 시작하세요.

새 게임을 시작할 때
누르세요.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실행 취소할 때 누르세요.

게임 환경 바꾸기

카드놀이 화면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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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프로그램] [계산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 기억한 숫자 지움

: 기억한 숫자 사용

: 화면에 표시한 숫자 기억

: 현재 계산 내용 지움

: 표시한 숫자 지움

계산한 값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후에는
다시 계산기에 붙여넣기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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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이 제품의 각종 데이터베이스 항목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백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초기화되거나 파일을 잘못 지웠을 때 백업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백업하기

[프로그램] [백업]을 차례로
누릅니다.

[백업] 탭에서 백업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경로 칸에 있는 을 누릅니다.

백업할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백업할 항목이 많아지면 백업 파일의 용량이 커져 제품의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구입해 메모리
카드에 파일을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넣은 후에는 위의
화면에서 위치를‘기억 장치 카드’로 선택하세요.

백업에 포함할 항목을 눌러
체크를 표시하세요. 트리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 
부분을 눌러 해당 폴더에
속한 다른 폴더 중에서 원하는
폴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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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계속)

[백업]을 누릅니다.

암호화 환경이면 암호 입력 상태가 됩니다. 
사용할 암호를 입력한 후 [OK]를 누릅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성공 화면이 나타나면 [ok]를 차례로 누릅니다.

암호 입력 환경으로 하려면 [옵션]을 누릅니다.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면 백업 파일을 복구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환경이 됩니다. 백업을 실행할 때
사용할 암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 문 조합한
6~15자리 암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 칸에는 입력한
암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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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를 누릅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복구를 시작합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ok]를 차례로 누릅니다.

제품을 소프트 리셋하세요. (225쪽 참조)

복구하기

[프로그램] [백업]을 차례로
누릅니다.

[복구] 탭을 누릅니다.

암호화 환경이면 암호 입력 상태가 됩니다. 
암호를 입력한 후 [OK]를 누릅니다.

경로 칸에 있는 을 누릅니다.

복구할 백업 파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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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계속)

[ok]를 차례로 누릅니다.

백업 예약하기

지정한 시간일 때 자동으로 백업을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백업]을 차례로
누릅니다.

[백업] 탭에서 백업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예약 백업할 파일 경로와 파일 명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164쪽 참조)

[옵션]을 누릅니다.

[예약]을 누릅니다.

‘예약 기능 사용’을 선택한 후 횟수, 시간, 
날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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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 데이터베이스 자동 백업하기

연락처 및 일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 자동으로 백업하고 제품이 하드 리셋되면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프로그램] [백업]을 차례로
누릅니다.

[PIM] 탭을 누릅니다.

‘자동 백업/복구 기능 사용’을 선택하세요.

현재 상태를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ok]를 차례로 누릅니다.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많은 데이터를 변경한 후에는 자동 백업 시간이
길어 집니다. 이때 강제로 실행을 취소하거나 소프트 리셋을 실행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폰 초기설정’기능을 실행한 후에는 자동 백업 기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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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엑셀
프로그램 열기

[프로그램] [Pocket Excel]을 차례로 누릅니다.

엑셀 파일이 없다면 바로 만들기 상태가 됩니다.
새 엑셀 파일 만드는 방법은 170쪽을 참조하세요.

새 엑셀 파일을 만들 때
누르세요. 

모든 폴더 상태에는 제품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표시합니다.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바로 보려면
▼ 부분을 눌러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세요.

정렬 기준을
바꿀 때 누르세요.
이름, 날짜, 크기, 
종류 순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켓 엑셀 프로그램으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을
포켓 엑셀 프로그램에서 열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 엑셀에서 작성한 파일을
컴퓨터에 보내 컴퓨터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길게 누르면 해당
파일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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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엑셀 (계속)

새 파일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또는 오늘 화면에서 [만들기] 
[Excel 통합 문서]를 차례로 누르세요.

❷ 엑셀 파일을 작성하세요.

171쪽의 각 메뉴 사용법을 참조하세요.

❸ [도구] [다른 이름으로 통합 문서 저장]을
차례로 누릅니다.

❹ 이름, 폴더, 형식,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계산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누르면
도구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 다른 시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❺ [ok]를 누릅니다.

중요한 파일은 NATE Store 또는
Nand(권장) 폴더에 저장하세요. 
이 폴더들에 위치한 파일은 제품을
하드 리셋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면
‘기억 장치 카드’를 선택해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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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엑셀 (계속)

[편집]을 눌러 편집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편집 역을 넓게 사용하려면 [보기]를 누른 후
해당 명령을 선택하세요. 필요없는 항목을 가리거나
전체 화면 보기 또는 원하는 보기 배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을 가리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체크 표시가
있는 항목이 화면에 보입니다.

다른 시트를 보려면 해당
시트를 선택하세요.

편집 역을 전체 화면에 꽉 차게
하려면 선택하세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바꾸려면 화면 오른쪽 위의
[Restore]를 누르거나 [보기
[전체화면]을 선택해 체크를
해제하세요.

원하는 화면 배율로 보려면 해당
배율을 선택하세요.

메뉴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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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엑셀 (계속)

각 셀의 서식 환경, 크기, 삭제, 삽입을 선택하거나 시트
환경을 수정하려면 [서식]을 누른 후 해당 명령을 선택하세요.

[도구] 메뉴를 선택해 이동, 정렬, 자동 필터, 함수 삽입, 
기호 삽입 등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셀의 서식 환경을
설정할 때 누르세요. 
편집 역에서 해당 셀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셀 서식 화면에서 셀의 크기, 
숫자, 맞춤, 꼴, 테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새 시트 넣기, 시트 삭제, 
위치 이동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셀을 삽입하거나
선택한 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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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파일 열기
포켓 엑셀에서 작성한 파일은 물론 컴퓨터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도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엑셀 파일은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제품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동기화 방법으로 가져오려면 61쪽 참조, 파일 복사/이동을
이용해 가져오려면 67쪽 참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엑셀
파일은 포켓 엑셀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바뀝니다.

Pocket Excel은 Pocket PC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에서 가진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컴퓨터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열면 원래의 엑셀 파일의 몇몇 부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목록에서 열기할 파일을 누릅니다.

만약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할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한
후 복사본을 열어 작업하세요. 복사본 이름은 원본파일
이름에‘(1)’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상태로 편집하세요.

잘못 편집했을 때는 저장 전의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저장된 상태로 되돌리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위치 바꾸기

파일 목록에서 해당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이름 바꾸기/이동]을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바꾸려면 [편집] [이름 바꾸기/이동]을
차례로 누르세요.

이름, 폴더, 위치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파일은 NATE Store 또는 Nand(권장) 폴더에
저장하세요. 이 폴더들에 위치한 파일은 제품을 하드
리셋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면‘기억 장치 카드’를 선택해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릅니다.

파일 지우기

파일 목록에서 지울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편집 화면에서 지우려면 [도구] [통합 문서 삭제]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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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하기

파일 목록에서 첨부할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첨부하려면 [도구]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차례로 누르세요.

❷ 받는 사람,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선택한 파일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❸ [보내기]를 누르세요. 
(보내는 방법 122쪽, 124쪽 참조)

파일 적외선 전송하기

(적외선 전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39쪽 참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파일 목록에서 보낼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파일 무선 전송]을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보내려면 [도구] [통합 문서 무선 전송]을
차례로 누르세요.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파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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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파일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옵션 화면이 열리면 원하는 상태로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새 엑셀 파일을 작성할 때
서식 파일을 사용하려면 목록에서
사용할 서식 파일을 선택하세요.

파일 목록에 표시하는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켓 엑셀 전용 파일만 표시하려면
[Pocket Excel 전용]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파일은 파일 위치를
[NATE Store] 또는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설치한 경우라면 기억 장치
카드를 선택하세요. 제품을 하드
리셋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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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워드
프로그램 열기

[프로그램] [Pocket Word]를 차례로 누릅니다.

워드 파일이 없다면 바로 만들기 상태가 됩니다.
새 워드 파일 만드는 방법은 177쪽을 참조하세요.

새 워드 파일을 만들 때
누르세요.

정렬 기준을
바꿀 때 누르세요.
이름, 날짜, 크기,
종류 순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품에 있는 워드
파일들을 표시합니다. 
사용할 파일을 눌러
여세요.

포켓 워드 프로그램으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작성한 워드 프로그램을
포켓 워드 프로그램에서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입력 도구를 이용해 화면에
문자 입력하거나 쓰기,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워드 파일 외에 *.RTF 또는 *.TXT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파일를 길게 누르면 해당 파일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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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파일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또는 오늘 화면에서 [만들기] [Word 문서]를 차례로
누르세요.

❷ 워드 파일을 작성하세요.

문자 입력, 화면에 쓰기, 그리기, 녹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78~180쪽 참조)

복사하기, 붙여넣기 등의 편집 명령을 사용하려면
[편집]을 누르세요. (180쪽 참조)

문서에 오늘 날짜를 간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넣을 부분에 커서를 옮기고 [도구] [날짜 삽입]을
차례로 누르세요.

편편집집 역역
편집 화면의 보기 배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확대/축소]을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배율을 누르세요.

반복해서 누르면 도구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문자 입력 상태, 쓰기 상태,
그리기 상태, 녹음 상태에
따라 다른 도구줄을
표시합니다.

❸ [도구] [다른 이름으로 문서 저장]을
차례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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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이름, 폴더, 형식,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❺ [ok]를 누릅니다.

*.doc (MS 워드 파일), *.psw (Pocket 
Word 전용 파일), *.rtf (Rich Text Format),
*.txt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편집 처음은 문자 입력 상태입니다.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세요.

화면에문자입력하기

(문자 입력 상태 도구들)

: 서식 화면 열기
( 꼴의 종류, 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굵은 자

: 기운 자

: 밑줄친 자

: 문단 왼쪽 정렬

: 문단 중앙 정렬

: 문단 오른쪽 정렬

: 머리에‘ ’기호 넣기

도구줄

만약 화면에 도구줄이
보이지 않으면 누르세요.중요한 파일은 NATE Store 또는

Nand(권장) 폴더에 저장하세요. 
이 폴더들에 위치한 파일은 제품을
하드 리셋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면
‘기억 장치 카드’를 선택해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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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에 스타일러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기] [그리기]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그림을 화면에 누르세요.

화면에그리기

편집 역에 스타일러스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보기] [쓰기]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을 화면에 쓰기하세요.

화면에쓰기

(쓰기 입력 상태 도구들)

: 펜 버튼

: 펜 두께 선택 (▲를 눌러 원하는 두께 선택)

: 쓰기한 부분에 간격 띄우기 (뛰울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간격 만큼 드래그하세요.)

: 가장 마지막에 한 동작 취소

: 서식 화면 열기
(펜 두께, 선의 색과 채우기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입력 상태 도구들)

: 펜 버튼

: 펜 두께 선택 (▲를 눌러 원하는 두께 선택)

: 선 부분 색상 선택 (▲를 눌러 원하는 색상 선택)

: 채우는 부분 색상 선택 (▲를 눌러 원하는 색상 선택)

: 가장 마지막에 한 동작 취소

: 서식 화면 열기

(펜 두께, 선의 색과 채우기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구줄

오른쪽 비활성된 부분을
활성하려면 펜 버튼을
누르세요.

도구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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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보기] [녹음]를 차례로 누른 후 녹음하세요.
(자세한 녹음 방법 97쪽 참조)

녹음하기

(녹음 입력 상태 도구들)

: 녹음 시작

: 녹음 끝

/▶ : 재생/일시 정지

|◀◀: 되감기

▶▶| : 앞으로 감기

: 소리 크기 선택

녹음이 끝나면 녹음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들어보려면
아이콘을 누르세요.

편집메뉴사용하기

실행 취소 : 방금 실행한 편집 명령 취소
다시 실행 : 취소한 편집 명령 다시 실행
잘라내기 : 선택한 부분 잘라내기
복사 : 선택한 부분 복사하기
붙여넣기 : 잘라내기 또는 복사한 부분 붙여 넣기
지우기 : 선택한 부분 지우기
모두 선택 : 입력한 내용 모두 선택
서식 : 꼴의 종류, 크기 선택
단락 : 문단의 정렬, 들여쓰기 선택
찾기/바꾸기 : 단어 찾기와 바꾸기
이름 바꾸기/이동 : 파일 이름과 위치 선택 (181쪽 참조)

도구줄

[편집]을 누른 후 해당 명령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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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파일 열기
포켓 워드에서 작성한 파일은 물론 컴퓨터에서 작성한
워드 파일도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워드 파일은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제품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워드 파일은 포켓 워드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바뀝니다.

파일 목록에서 열기할 파일을 누릅니다.

만약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할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에서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한
후 복사본을 열어 작업하세요. 복사본 이름은 원본파일
이름에‘(1)’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상태로 편집하세요.

잘못 편집했을 때는 저장 전의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저장된 상태로 되돌리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르세요.

[ok]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위치 바꾸기

파일 목록에서 해당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이름 바꾸기/이동]을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바꾸려면 [편집] [이름 바꾸기/이동]을
차례로 누르세요.

이름, 폴더, 위치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파일은 파일 위치를 [NATE Store] 또는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설치한 경우라면 기억 장치 카드를
선택하세요. 제품을 하드 리셋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ok]를 누릅니다.

파일 지우기

파일 목록에서 지울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삭제]를 누릅니다.
편집 화면에서 지우려면 [도구] [문서 삭제]를
차례로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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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하기

파일 목록에서 첨부할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첨부하려면 [도구]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차례로 누르세요.

❷ 받는 사람,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선택한 파일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❸ [보내기]를 누르세요. 
(보내는 방법 122쪽, 124쪽 참조)

파일 적외선 전송하기

(적외선 전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39쪽 참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파일 목록에서 보낼 파일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파일 무선 전송]을 누릅니다.

편집 상태에서 보내려면 [도구] [문서 무선 전송]을
차례로 누릅니다.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파일을 보냅니다.



183

포켓워드 (계속)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파일 목록에서 [도구] [옵션]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새 워드 파일을 작성할 때
기본 서식 파일을 사용하려면
목록에서 사용할 서식을 선택하세요.

워드 파일 문서의 기본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표시할 파일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켓 워드 전용 파일만
표시하려면 [Pocket Word 전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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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TV 안테나 연결하기
깨끗한 TV 화면을 보려면 제품과 함께 제공한 TV 안테나를
연결한 후 시청하세요.

TV 안테나가 연결되면 휴대폰 통화음, 윈도우 미디어 재생음, 알림음
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안테나를 분리하세요.

충전중일 때 안테나를 만지거나, 교체하면 감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사용하세요.

이 제품에 함께 제공한 이어마이크폰은 안테나 역할을 하므로
안테나 대신 연결해도 됩니다. TV 소리를 이어마이크 폰으로만
들으려면 버튼을 눌러 음소거를 실행하세요.

제품 왼쪽의 이어마이크폰 연결하는 곳에
안테나를 꽂으세요.

또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하세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하면 스피커와
이어마이크폰에서 동시에 음이 울립니다.

TV를 볼 때는
안테나를 돌려
주파수를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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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켜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MITs] 탭을 누른 후 [TV]를 누릅니다.

처음 실행하면 가로 보기 화면으로 켜집니다. 
세로 보기로 바꾸려면 189쪽을 참조하세요.
제품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TV 끄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채널

TV (계속)

(가로 보기: 전체 화면 상태)

TV 버튼 설명 보기

TV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TV 보는 중에 원하는 기능의 버튼을 확인할 때 선택하세요.

제품에서 또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마이크폰이 연결된 상태라면 이어마이크폰의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제품에서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화면의 아무 곳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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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계속)

수신할 TV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해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

TV를 켠 후 제품에서 버튼을 반복해
눌러‘자동채널탐색’을 선택합니다.

제품에서 / 버튼을 누릅니다.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하세요.
자동으로 채널을 찾은 후 보여줍니다.

찾는 채널이 아니면 제품에서
/ 버튼을 눌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하세요.

TV를 보세요.

TV 보기 환경을 바꾸려면 188쪽을 보세요.

TV를 끌 때는 제품의 버튼을 누르세요.

자동으로채널찾아보기

TV 보기

TV 안테나 또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하세요.

TV를 켭니다. 

안테나를 조절하세요.

제품에서 / 버튼을 눌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하세요.

TV를 보세요.

TV 보기 환경을 바꾸려면 188쪽을 보세요.

TV를 끌 때는 제품의 버튼을 누르세요.

전체체널에서찾아보기

TV를 보는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충전기를 연결하면 TV 화면이
닫히면서 소리만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TV를 다시 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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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계속)

TV를 볼 때 알아두세요

휴대폰 통화중에는 TV 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성방송은 직접 시청할 수 없습니다.

TV 시청은 휴대폰 기지국(무선기지국)의
신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TV 시청은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보여주므로
신호를 받는 곳에 고층건물, 산 등이
있으면 TV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화면 유지하기

TV 안테나 또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해
사용하세요. 안테나를 연결한 상태이면
안테나를 돌려 잘 나오는 방향으로
맞추고 사용하세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한 상태이면 이어마이크폰 줄의
위치를 화면이 가장 잘나오는 방향으로
맞추고 사용하세요.

난시청 지역,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네온사인 근처, 고주파
전기 기기 사용 지역에서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동중(자동차, 열차 등)에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직사광선에서 TV를 시청할 때도
화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늘진
곳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밝기가 알맞습니다.

TV를 보는 중에 전화가 올 때는 제품에서 버튼을 누르고
통화하세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한 상태이면 이어마이크폰의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안테나가 연결된 상태이면 안테나를 먼저 분리한 후 통화하세요.

먼저 190쪽을 참조해 원하는 채널을 저장하세요.

TV를 켠 후 제품에서 버튼을 반복해 눌러
‘저장채널탐색’을 선택합니다.

제품에서 / 버튼을 눌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하세요.

TV를 보세요.

TV 보기 환경을 바꾸려면 188쪽을 보세요.

TV를 끌 때는 제품의 버튼을 누르세요.

저장한체널에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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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계속)

TV 화면밝기조절하기

스타일러스로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릅니다.

세로보기 상태라면 반드시 TV 화면 부분을
눌러야 합니다.
화면 아래에‘밝기’조절 막대가 나타납니다.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CH11CH11 전체채널탐색전체채널탐색

밝기밝기00 100100

TV 보기 환경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한 상태라면 이어마이크폰의
소리 크기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어마이크폰을 연결하지 않고 TV를 볼 때는 제품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경우에 제품의

버튼을 눌러 스피커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일반 TV의 음소거 기능)

소리크기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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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계속)

CH11CH11 전체채널탐색전체채널탐색

음량조절음량조절

제품 앞면에서 버튼을 누르세요. 
누를 때마다 가로 또는 세로로 바뀝니다.

화면방향바꾸기

세로 상태에서는 채널
번호, 채널 탐색 상태,
소리 크기 상태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TV 화면색상조절하기

스타일러스로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릅니다.

세로보기 상태라면 반드시 TV 화면 부분을 눌러야 합니다.
화면 아래에‘밝기’조절 막대가 나타납니다.

밝기 조절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더 눌러
‘색상’조절 상태를 선택합니다.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TV 화면농도조절하기

스타일러스로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릅니다.

세로보기 상태라면 반드시 TV 화면 부분을 눌러야 합니다.
화면 아래에‘밝기’조절 막대가 나타납니다.

밝기 조절 상태에서 화면을 두번 더 눌러
‘색농도’조절 상태를 선택합니다.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세로 보기 화면인 경우에는 제품 왼쪽의 또는
앞면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하세요.

(세로 보기: 작은 화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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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계속)

찍고 싶은 화면이 켜졌을 때 제품에서
버튼을 누르세요. 

TV 화면 저장하기

저장한 화면들을 찾아보려면 탐색기를 실행해 [My Documents] 
[개인] 폴더를 열어보세요. 파일 이름은 저장한 날짜로 표시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입니다. 카메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장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수신 환경 및 휴대폰 사용 환경에 따라 캡쳐 화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모두 8개의 채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널 또는 자동 채널 선택을 이용해
저장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제품 앞면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한 채널을 보려면 187쪽을 보세요.

삭제하기

저장 채널 보기에서 삭제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제품 앞면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채널 저장/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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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프로그램 열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MITs] 탭을 누른 후 [카메라]를 누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 상태가 됩니다.

사진 찍기 버튼

캡쳐 역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카메라 대기 상태로 바뀝니다.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르면
다시 촬 화면이 됩니다.

사진 촬 가능 매수를
표시합니다. 사진 용량에
따라 실제 촬 매수와
촬 가능 매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

사진 품질을 선택하세요. (193쪽 참조)

한장씩찍기

카메라 렌즈

카메라 프로그램을 열고 촬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돌려 찍을 배경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상, 하로 반전시키려면 아이콘을 누르거나
[설정] [상하반전]을 차례로 누르세요.
화면을 좌, 우로 반전시키려면 [설정] [좌우반전]을
차례로 누르세요. 

타인의 승낙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거나 몰래 찍지 마세요.
사진 촬 이 금지된 장소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지 마세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05장_프로그램4-1-new  2004.2.2 1:41 PM  페이지191



192

카메라 (계속)

(폴더 아이콘)을 누릅니다.
사진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를 눌러 사진을 찍으세요.

찍은 사진은 선택한 폴더에 picxxxx.jpg로 저장합니다.
파일의 이름으로 사용할 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0쪽 참조)
(찍은 사진 보기 195쪽 참조)

일반 카메라의 셀프 타이머 같은 기능으로 지정한 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프로그램을 열고 촬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돌려 찍을 배경을 선택합니다.

사진 품질을 선택하세요. (193쪽 참조)

(폴더 아이콘)을 누릅니다.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ok]를 누르세요.

를 눌러 시간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3초씩 늘어납니다.
3초~12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누릅니다.

지정한 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카운트 다운 중에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면 촬 이
자동으로 멈추므로 메시지 확인 후 다시 촬 하세요.

일정시간후에자동찍기



카메라 프로그램을 열고 촬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돌려 찍을 배경을 선택합니다.

사진 품질을 선택하세요.

아이콘을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1초 간격으로 3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찍습니다.

193

카메라 (계속)

3장연속찍기

저장한 사진은 액티브싱크를 이용해 컴퓨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제품이 하드 리셋되면 찍어둔 사진은 자동으로 지워지므로 찍었을 때
바로 컴퓨터로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액티브싱크 61, 67쪽 참조)

사진 품질 선택하기
사진의 크기, 화질, 화이트밸런스, 밝기, AS 모드 항목들을 설정해 사진의
품질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사용할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

크기선택하기

사진 찍기 상태에서 [설정] [크기]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또는 아이콘을 반복해 눌러 선택하세요.
사진 크기가 클수록 사진 파일의 용량이 큽니다.

사진 찍기 상태에서 [설정] [화질]을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화질을 선택하세요.

또는 아이콘을 반복해 누르세요.

화질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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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화이트밸런스를 이용해 사진의 명암을 조절합니다.
자동 : 자동으로 조절하려면 선택하세요.
자연광 : 한 낮에 실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택하세요.
냉백색 :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택하세요.
Horizon : 아침 일출 또는 오후 일몰 시간에 실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택하세요.
형광등 : 실내 조명이 형광등인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택하세요.
백열등 : 실내 조명이 백열등인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택하세요.

사진 찍기 상태에서 [설정] [밝기]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또는 아이콘을 반복해 누르세요.

밝기선택하기

화이트밸런스를‘자연광’으로 선택해 한 낮에 실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AS 모드를 선택하면
사진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 상태에서 [설정] [AS 모드]를 차례로
누르세요.

화면에 AS On을 표시합니다. 
사용한 후에는 [설정] [AS 모드]를 다시 선택해 해제하세요.

AS 모드선택하기

사진 찍기 상태에서 [설정] [화이트밸런스]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세요.

화이트밸런스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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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진 보기

카메라 화면에서 [보기] [한장보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을 눌러 다음/이전 사진을 보세요.

한장씩보기

선택한 사진 정보를
표시합니다.

음성 메모를 넣은
사진입니다. 들으려면
아이콘을 누르세요. 
(넣는 방법 198쪽 참조)

문자 메모를 넣은 사진
입니다. 내용을 보려면
아이콘을 누르세요. 
(넣는 방법 198쪽 참조)

실제 크기로
볼 때 누르세요.
(197쪽 참조)

카메라 (계속)

(화면 회전하기)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90도씩 회전합니다.

또는 [편집] [회전]을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회전 방향을 선택하세요.

(화면 반전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방향으로 반전합니다. 

또는 [편집] [반전]을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반전 방향을 선택하세요.

확인이 끝나면 [X]를 누릅니다.

또는 [보기] [촬 화면]을 차례로 누르세요.

여러장 보기를 선택하면 6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이 많을 때는 원하는 사진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서 [보기] [여러장보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여러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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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화면 오른쪽에 있는 조절 막대를 스타일러스로
드래그하면 다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강 색 테두리가 있는 사진이 현재 선택한 사진입니다.
제품 앞면에 있는 상, 하, 좌, 우 버튼을 눌러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한 후
지울 때 누르세요.

사진의 자세한
정보를 볼 때
누르세요.

음성 메모를 넣은
사진입니다. 들으려면
아이콘을 누르세요. 
(넣는 방법 198쪽 참조)

문자 메모를 넣은 사진
입니다. 내용을 보려면
아이콘을 누르세요. 
(넣는 방법 198쪽 참조)

(정렬 형태 바꾸기)
이름 기준 또는 날짜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구] [정렬형태]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정렬
방식을 선택하세요.

(정렬 순서 바꾸기)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구] [정렬순서]를 차례로 누른 후 원하는 정렬
순서를 선택하세요.

[도구] [다시보기]를 차례로 누르면 가장 처음
사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폴더 바꾸기)
다른 폴더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도구] [저장폴더
변경]을 차례로 누릅니다. 폴더 선택 화면에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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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보기] 
[슬라이드쇼]를 차례로 누릅니다.

슬라이드를 시작합니다. 슬라이드 순서, 방향, 간격을
원하는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쪽 참조)
슬라이드 중에 멈추려면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르세요.

슬라이드쇼보기

카메라 (계속)

한장보기 상태에서 [◀]/[▶]을 눌러
원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 부분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보기] [전체화면]을 차례로 누르세요.
제품 앞면에 있는 상, 하, 좌, 우 버튼을 눌러 다음 또는
이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가 끝나면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르세요.

한장보기 상태가 됩니다.

전체화면으로보기

한장보기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릅니다.

또는 [보기] [실제크기]를 차례로 누르세요.

[◀]/[▶]을 눌러 다음/이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누릅니다.

실제크기로보기

작은 빨강 테두리
상자를 눌러 드래그하면
사진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진의
아무 부분을 누르세요.

확대 보기 아이콘 축소 보기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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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사진에 음성/문자 메모 넣기

❸ 녹음이 끝나면 [ ]를 누릅니다.

녹음을 확인할 때는 [▶]를 누릅니다.
녹음을 지울 때는 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x]를 눌러 녹음 화면을 닫으세요.

사진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음성메모넣기

한장보기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릅니다.

[●]를 누르고 녹음하세요.

최대 1분 동안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한장보기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릅니다.

문자 메모 칸을 눌러 커서가 나타나면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사진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문자메모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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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확인할
사진을 선택합니다.

음성 또는 문자 메모 아이콘을 누릅니다.

음성 메모인 경우에는 녹음한 음성을 재생합니다. 
멈추려면 음성 메모 아이콘을 다시 누릅니다.
문자 메모인 경우에는 메모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르세요.

음성/문자메모확인하기 사진 지우기

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지울
사진을 선택합니다.

[편집] [삭제]를 차례로 누릅니다.

확인 화면에서 [예]를 누릅니다.

사진 파일 정보 보기

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르세요.

[정보] 탭에서 파일 정보를 확인하세요.

메모가 있는 사진은 [메모] 탭을 눌러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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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사진 이름/위치 바꾸기

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해당
사진을 선택합니다.

[편집] [파일명수정/이동]을 차례로 누릅니다.

원하는 이름과 폴더로 바꾸세요.

선택이 끝나면 [ok]를 누르세요.

이름 칸을 선택하고
키보드 또는 필기 인식
화면에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현재 폴더 칸을 누르세요. 
폴더 선택 화면에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바탕 화면으로 선택하기
사진을 선택해 오늘 프로그램의 바탕 화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장보기 상태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보내기] [오늘화면으로]를 차례로 누릅니다.

오늘 화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사진 적외선 보내기

상대방과 적외선 포트를 맞춥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보낼
사진을 선택하세요.

[보내기] [적외선전송]을 차례로 누릅니다.
,

여러장보기 상태에서는 [도구] [보내기] 
[적외선전송]을 차례로 선택하세요.

적외선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선택한
파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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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전자 메일에 사진 첨부하기

한장보기 또는 여러장보기 상태에서 첨부할
사진을 선택하세요.

[보내기] [전자메일]을 차례로 누릅니다.
,

여러장보기 상태에서는 [도구] [보내기] 
[전자메일]을 차례로 선택하세요.

❸ 받는 사람,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❹ [보내기]를 누르세요. 
(보내는 방법 122쪽, 124쪽 참조)

선택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환경 바꾸기

아이콘을 누르세요.

[파일명] 탭에서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세요.

기본으로 입력되는 파일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입력한 이름에 번호가 붙습니다.

촬 한 사진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세요.

파일 이름을 날짜로
만들려면 이 항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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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속)

[슬라이드쇼] 탭을 누르고 슬라이드 환경을
선택하세요.

슬라이드를 계속
반복하려면
이 항목을
선택하세요.

슬라이드 순서를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향을
상하좌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되는
시간 간격을 선택하세요.

[일반] 탭을 누르고 전원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캡쳐 화면에서 사진을
찍지 않을 때 촬 대기
화면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램프를
깜박이려면 선택하세요.



203

리모컨

리모컨 켜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MITs] 탭을 누른 후 [리모컨]을 누릅니다.

리모컨에 등록할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각 탭을 눌러 장치를
선택한 후 리모컨으로
사용하세요.

선택한 리모컨
버튼들입니다.

리모컨 등록하기

리모컨 화면에서 [신호입력] 
[신호입력 시작]을 차례로 누릅니다.

사용자 장치 지정 화면에서 [새로 등록]을
누릅니다.

장치 이름, 장치 종류를 선택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신호입력 화면에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읽고 [신호입력 시작]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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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계속)

제품의 적외선 포트와 등록할 리모컨의 적외선
포트를 마주보게 합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리모컨에서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음이 울립니다.

위의 ~ 번을 따라 사용할 버튼들을 모두
등록하세요.

등록이 끝나면 [신호입력] [신호입력 종료]를
차례로 누르세요.

구모델 또는 일부 모델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전자제품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만능 리모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등록할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장치의 탭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등록한 리모컨 삭제/수정하기

신호 입력 메뉴에서 [신호입력 시작]을
선택합니다.

삭제하려면 해당 리모컨을 누르고 [삭제]를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 현재 사용중인 리모컨이면 삭제가 안됩니다. 
다른 리모컨을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하세요.

수정하려면 해당 리모컨을 누른 후 [수정]을
선택합니다. 왼쪽의 번 부터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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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 사용하기

사용할 TV 리모컨을 등록하세요. (203쪽 참조)

리모컨을 켜고 [TV] 탭을 선택하세요.

만약 여러 대의 TV를 등록했다면 [메뉴] [장치
선택]을 차례로 누른 후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세요.

장치 목록에서 사용할 장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세요.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리모컨을 끌 때는 [메뉴] [종료]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의 [x]를 누르세요.

리모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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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 리모컨 사용하기

사용할 VTR 리모컨을 등록하세요. (203쪽 참조)

리모컨을 켜고 [VTR] 탭을 선택하세요.

만약 여러 대의 VTR을 등록했다면 [메뉴] 
[장치 선택]을 차례로 누른 후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세요.

장치 목록에서 사용할 장치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리모컨 (계속)

리모컨을 끌 때는 [메뉴] [종료]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의 [x]를 누르세요.

DVD 리모컨 사용하기

사용할 DVD 리모컨을 등록하세요. (203쪽 참조)

리모컨을 켜고 [DVD] 탭을 선택하세요.

만약 여러 대의 DVD를 등록했다면 [메뉴] 
[장치 선택]을 차례로 누른 후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세요.

장치 목록에서 사용할 장치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리모컨을 끌 때는 [메뉴] [종료]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의 [x]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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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계속)

에어콘 리모컨 사용하기

사용할 에어콘 리모컨을 등록하세요. (203쪽 참조)

리모컨을 켜고 [에어콘] 탭을 선택하세요.

만약 여러 대의 에어콘을 등록했다면 [메뉴] 
[장치 선택]을 차례로 누른 후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세요.

장치 목록에서 사용할 장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세요.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리모컨을 끌 때는 [메뉴] [종료]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의 [x]를 누르세요.

오디오 리모컨 사용하기

사용할 오디오 리모컨을 등록하세요. (203쪽 참조)

리모컨을 켜고 [오디오] 탭을 선택하세요.

만약 여러 대의 오디오를 등록했다면 [메뉴] 
[장치 선택]을 차례로 누른 후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세요.

장치 목록에서 사용할 장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세요.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리모컨을 끌 때는 [메뉴] [종료]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의 [x]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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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각종 음성 인식 명령어를 이용해 음성으로 기능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한 이름을 말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을 실행합니다.

음성 안내가 끝난 후 시작음이 들리면
‘이름으로 걸기’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름으로 걸기입니다. 이름을 말하세요’가
안내됩니다.

음성인식 실행하기

제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MITs] 탭을 누른 후 [음성인식]을 누릅니다.

‘원하는 기능을 말하세요’를 음성안내 합니다.

음성 안내가 끝난 후 시작음이 들리면 음성인식
명령어를 또박 또박 말합니다.

음성인식 명령어 종류 209쪽 참조

잘못 말했다면 [ ]를 누르거나
‘취소’를 말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음성인식하려면 [▶]을 누르세요.

음성인식 진행바

주변 잡음이 많으면 명령어를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의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는 음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급히 말하는 경우에도 음성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시작음이 울린 후
음성인식 진행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세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크게 말하세요’를 음성 안내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원하는 명령어를 다시 말하세요.

(예) 이름으로전화걸기



209

음성인식 (계속)

선택한 이름으로 전화를 겁니다.

‘연결합니다’를 음성안내한 후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음성안내 후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한 후보들입니다. 
원하는 이름이 후보 목록에
있으면 해당 이름을 눌러도
됩니다.

음성인식 명령어

연락처에 저장한 이름을 말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걸기

연락처에 저장한 번호 중 끝번호
4자리를 말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공),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로 발음해야
합니다. 번호는 반드시 끝번호 4자리만
말해야 합니다.

번호로 걸기

연락처에 저장한 이름을 말해 해당
이름의 요약 화면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름 뒤에 붙는 휴대폰, 집, 사무실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름검색

일정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스케줄

이름을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거나 이름과 함께 휴대폰(핸드폰), 집, 
사무실(회사)로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려면‘홍길동 휴대폰’또는‘홍길동
핸드폰’을 말하세요. 이름만 말하는 경우에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은 한 1자~10자까지 입니다.

‘xxx 맞습니까?’를 음성안내 합니다. 
원하는 이름이 인식되지 않으면 환경설정에서 인식 대상
목록을 바르게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211쪽 참조)
만약 주소록에 없는 이름이면‘등록된 이름이
없습니다’를 음성안내 합니다. 

이름이 맞으면‘예’를 말합니다.

인식한 이름이 틀리면‘아니오’를 말하거나 인식
후보 중에서 맞는 이름을 누르세요. ‘아니오’를 말하면
다음 이름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2개의 후보까지만 읽어줍니다. 두 번을‘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음성인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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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계속)

오늘/내일/주간 일정을 읽어줍니다.
화면에는 재생 도구 막대가
나타납니다. 재생이 끝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재생 중에 멈춤 버튼을 눌러
재생을 일시 정지하거나 재생 버튼을
눌러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
내일의 일정/
주간일정

카메라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카메라

TV를 켭니다.TV

가장 마지막에 건 번호로 재다이얼합니다.재발신

메시지 관리의 수신함을 엽니다.수신함

메시지 관리의 발신함을 엽니다.발신함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인터넷

주소록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전화번호부/
주소록

리모컨을 실행합니다.리모컨

새 문자 메시지를 읽어줍니다.
만약 어 단어가 있을 때에는 잘못 읽어줄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는 읽어주지 않습니다.

자가 연속하여 붙어 있으면 임의로 띄워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규 메시지

이메일 작성 상태가 됩니다.편지쓰기

메시지 관리의 음성 메시지 목록이 열립니다.음성사서함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종료

음성인식 실행을 취소합니다.취소

최근에 전화 건 번호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전화 연결합니다.최근발신번호

최근에 전화 받은 번호가 목록에 표시
됩니다.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전화
연결합니다.

최근수신번호

문자 메시지 작성 상태가 됩니다.문자보내기

사용할 수 있는 음성 인식 명령어를
읽어 줍니다.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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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계속)

음성인식 환경 설정하기

음성인식 화면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세요.

[ok]를 누릅니다.

Voicero 키 설정
제품 왼쪽면에 있는 녹음 버튼을 음성인식 프로그램
실행 버튼으로 동작하게 하려면 설정을 선택하세요.
설정한 후에는 음성인식을 종료한 후 제품을 소프트
리셋해야 합니다. (소프트 리셋 방법 225쪽 참조)

인식후보제시
음성인식 후보를 목록에 표시하려면‘설정’을
선택하세요. 설정한 경우에는 후보 중에서 바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식대상설정
주소록에서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명까지
음성인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누른 후 원하는
이름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이름의 대표 번호가
음성인식 대상이 됩니다.

음성인식되게 하려면
체크 표시가 나타나게 하세요.

상위 200개를 자동으로
한 번에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주소록에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으므로 인식 대상으로
사용할 이름이면 오른쪽 화면을 열어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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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도움말 사용하기

음성인식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또는 음성인식 상태에서‘도움말’을 말해도 됩니다.

[◀], [▶]를 눌러 음성인식 명령어, 음성인식 방법을 확인하세요.

화면을 닫으려면 도움말 화면의 아무 부분을 누르세요.

음성인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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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필기순서익히기
필기 인식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때는 각 문자의 권장 순서를 지켜주면 필기 인식율이 높아집니다.
(필기 인식 화면에서 입력하는 방법은 34~35쪽 참조)

한 순서 익히기

입력한 문자가 바로 인식되지 않으면 후보 자 중에서 선택하세요. 
가A, 가, A, 123, 한자 등의 문자 종류 버튼을 먼저 선택한 후 사용해야 인식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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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필기순서익히기 (계속)

문 순서 익히기

C, K, S, V, X, Z는 대문자와 소문자 쓰는 방법이 같아 소문자 인식율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보 입력창에서 선택해 사용하세요.



216

권장필기순서익히기 (계속)

숫자/기호 순서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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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2PPC 프로그램 사용하기
기존의 삼성 휴대폰을 PCLINK 2000과 함께 사용해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를 PC 링크로 다운해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Any2PPC 프로그램을 이용해 PCLINK 2000 프로그램에 있는 전화번호 정보를 컴퓨터의 아웃룩 프로그램의‘연락처’항목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컴퓨터에 PCLINK 2000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PCLINK 2000은 애니콜 홈페이지(www.anycall.com)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LINK 2000에 제품으로 보낼 전화번호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애니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PCLINK 2000으로 가져오세요. 
자세한 방법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ny2PPC 프로그램 설치하기

CD-ROM 드라이브에 CD-ROM을 넣습니다.

설치 항목에서 [Any2PPC]을 선택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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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2PPC 프로그램 사용하기 (계속)

❹ 대상 위치 선택 상태가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파일 설치가 시작됩니다.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완료]를 클릭하세요.

PC LINK에 저장된 전화번호 가져오기

[Any2PPC]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시작 프로그램 Anycall Any2PPC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의사항>을 읽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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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2PPC 프로그램 사용하기 (계속)

파일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Pclink.mdb] 파일을 찾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PCLINK 2000에서 개인주소록을 만들었다면

(.CSV)파일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PCLink2000 폴더에서
mdb 파일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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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2PPC 프로그램 사용하기 (계속)

주소록 가져오기 규칙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상태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액티브싱크를 실행해 아웃룩의‘연락처’와
제품의‘연락처’를 동기화하세요. (59쪽 참조)

동기화가 끝나면 컴퓨터 아웃룩에 있는
전화번호가 제품의 연락처에 나타납니다.

주소록 가져오기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마침]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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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치최적화하기

메모리 상태 확인 방법

남아 있는 메모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수록 속도가 느릴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에서 [메모리]를 누릅니다.
사용중인 메모리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방법 하나부터 방법 여섯까지를
보고 내 장치를 최적화하세요.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면
파일들을 가급적 메모리 카드에 보관하세요. 
다음의 방법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차례로 누릅니다.
[파일 탐색기]를 누릅니다.
복사할 파일을 길게 눌러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화면 아래에서 아이콘을‘기억 장치
카드’가 열릴 때까지 누릅니다.
화면의 빈 공간 부분을 길게 눌러
팝업 메뉴를 열고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방법 하나 :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파일
보관하기

이 탭을 눌러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끝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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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치최적화하기 (계속)

[프로그램]을 차례로 누릅니다.
[파일 탐색기]를 누릅니다.
삭제할 파일을 찾아 길게 눌러
[삭제]를 선택합니다.

방법 둘 : 사용하지 않는 파일 지우기

설치한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지우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누르세요.
지울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제거]를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방법 셋 :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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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치최적화하기 (계속)

별매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면 받은 메일함
으로 들어오는 첨부 파일들을 별매품 카드에 저장하세요.

[받은 편지함]을 차례로 누릅니다.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르세요.
[저장소] 탭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에 첨부 파일 저장’을 선택하세요.

방법 다섯 : 받은 편지함 첨부 파일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옮기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어 본 페이지 목록, 
임시 인터넷 파일 정보를 지우세요.

[Internet Explorer]을
차례로 누릅니다.
[도구] 메뉴를 누른 후 [옵션]을 누르세요.
[목록 지우기], [파일 삭제]를 누르세요.

방법 넷 :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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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치최적화하기 (계속)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CPU 모드를 바꿔 보세요.
예를 들어 동 상을 볼 때는 CPU 모드를‘터보 모드’로
바꾸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릅니다.
[시스템] 탭에서 [모드]를 누릅니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세요.

방법 여섯 : CPU 모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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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하기 (초기화하기)
제품을 사용하다가 에러가 발생해 화면 조작이나 버튼 작동이 되지 않으면 제품을 리셋해야 합니다.
오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프트 리셋하거나 하드 리셋하세요.

소프트 리셋 (정상적인 재부팅)
소프트 리셋이란 PC에서 ctrl-alt-del 키를 눌러 재부팅하는 것과 같이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고 제품을
재시동하는 리셋입니다.

스타일러스의 손잡이를 그림과 같이 풉니다.

❸ 제품을 재시동합니다.

스타일러스의 손잡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제품 뒷면의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리셋을 하지 마십시오. 귀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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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하기 (초기화하기)   (계속)

❸ 제품을 재시동한 후 처음 설정 상태가 됩니다.
16쪽을 참조해 처음 설정을 따라하세요.

하드 리셋 후 제품이 재 시동될 때 복구할 용량이 많으면 시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드 리셋 후에는 설정한 모든 값들이 초기화되어 암호창도
초기화됩니다. PIM 데이터 복구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면 연락처와
일정, 메시지가 자동 복구됩니다.

전화 프로그램의‘폰 초기설정으로’기능을 이용해 리셋하면
하드 리셋과 기능이 비슷하지만 PIM 백업 파일을 삭제하여
자동 복구가 안됩니다.

NATE Store, Nand, 별매품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드 리셋 (메모리 포맷)
하드 리셋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설치하거나 입력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지우고 공장 출하상태로 되돌려 놓는 리셋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파일,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모두 지워집니다. 하드 리셋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자료들은 항상 백업해 두십시오.

스타일러스의 손잡이를 풀어냅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타일러스의
손잡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제품 뒷면의
리셋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세요.

수 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관하여

앞, 뒤 충전구를 동시에 충전하면 충전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충전 시간은 달라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제정한‘휴대폰 배터리 사용시간 및 표기
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당사에서 측정한 사용시간입니다.

이 제품은 CDMA 1x 모드(CDMA2000)와 CDMA 1x EV-DO 
모드를 모두 지원하므로 배터리의 표준 사용시간은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시간 및 표준 사용시간 배터리 사용시간에 대한 힌트

아래의 경우 왼쪽 표의 사용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문자입력, 저장, 게임, 인터넷, 카메라, TV 시청
등의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이 제품이 위치한 기지국의 서비스형태(슬롯모드)에 따라
배터리 사용시간이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자주 있거나 오랫동안 있으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 대기시간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전파가 약하거나 채널(기지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많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기시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TV 시청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기시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구입시보다 서서히 사용 시간이
짧아집니다.

슬롯모드란?

무선기지국에서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일정한 시간마다 교신을
합니다. 이것을 슬롯모드라고 하며 교신 횟수가 많을수록 대기시간이
짧아집니다. 교신주기는 무선기지국에서 결정하며 국내인 경우 약 2.5초
또는 5초 주기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 용 량
약 3시간 약 170분 약 100~220시간

(1800 mAh)

표 준 형
약 2시간 약 100분 약 60~140시간

(1220 mAh)

구분
충전시간

표준 사용시간

종류 연속통화시 연속대기시

(새 배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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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완전 방전한 후 또는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 30분이
지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설치한 프로그램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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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에 관하여 (계속)

배터리 사용시 주의 및 경고 사항

배터리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주지 말고 절대 분해하지
마세요!
● 고장이 나거나, 과열 및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난로, 전자렌지 등의 가열시킬 수 있는 곳에 제품을 절대
넣지 마세요! 
● 과열 및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지정된 당사 충전기만 사용하세요.
● 당사 충전기가 아니면 배터리가 과충전되어 폭발할 수도

있으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 단자(금속부분)들 끼리 목걸이, 동전 등의 전기가
흐르는 물체들로 연결(단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배터리 및 단락된 물체가 과열되어 인체에 향을 주거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직사 광선이 드는 자동차 유리창 부근 등 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말고, 실내에서 0oC~ +40oC 사이에서
보관해 주세요!   
● 외관이 변형되고 부풀어 올라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어린아이나 애완 동물들이 빨거나 물어 뜯지 않도록
하세요.
● 침수 또는 파손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를 입에 넣거나 파손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항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배터리가 파손되어 내부에
있는 액체가 흘러 나와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1~2분간 충분히 씻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송곳이나, 압핀등 뾰족한 것으로 뚫거나 충격, 파손
되지 않도록 하세요!
● 배터리가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배터리를 당사 휴대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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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같다고요?

화면이 전혀 켜지지 않아요. ● 배터리가 모두 방전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충전한 후 사용하세요. (충전 방법 13쪽 참조)

사용중에 이상 동작이
발생하거나, 전혀 동작하지
않아요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 배터리를 분리한 후 다시 끼우고 전원을 켜 보세요. 
여전히 동작하지 않으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제품을 리셋해 보세요. (리셋 방법 225쪽 참조)

● 전화기 전원을 껐다가 켜면 2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사용해 보세요. 
● 이동중에‘ ’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디지털 시스템 간의 변환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상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요. ● 직사광선(햇볕 등)에서 사용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늘진 곳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밝기에서 사용하세요.

화면에 흰줄이 생겨요.
● 오랜 시간 꺼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거나 배터리를 강제로 분리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송수신이 잘 안되고 통화중에
자주 끊어집니다. 

● 전파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사용하세요. 
● 전화기 사용중 손이나 피부가 안테나에 접촉되면 통화 성능이 나빠집니다.

가능한 손이나 피부를 안테나에 접촉하지 않게 하세요.

증 상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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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같다고요?   (계속)

충전기의 램프가 깜박입니다. ●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빼낸 후 다시 넣어 보세요. 
● 계속 깜박이면 충전단자를 깨끗이 닦은 후 충전해 보세요. (231쪽 참조)
● 조치 후에도 계속 깜박이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충전기가 과열된 경우입니다. 충전기에서 분리하거나 전원 플러그를 뺀 후
다시 충전해 주세요.

배터리 사용시간(대기시간)이
사용설명서와 틀려요. 

충전기 램프가 노란색으로
켜져요?

●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구입했을 때보다 서서히 사용시간이 단축되므로
사용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충전한 배터리를 저온 또는 고온에 방치하면 사용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cdma2000모드와 IS-95A/B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동작합니다.

각 모드에서의 대기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실사용시간은 사용설명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통화중이거나 TV 시청 중에는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합니다. 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오랜 시간 통화중이거나 게임, 인터넷, 카메라, TV 시청 등의
기능을 오래 사용하면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는 아무런

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세요.

● 통화중 들리는 소리를 조절해 보세요. (조절방법 77쪽 참조)
●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사용해 보세요.

배터리 충전이 다된 후(녹색불)
계속 꽂아 두어도 되나요?

제품에서 열이나요.

통화중에 말이 울려요.

● 충전기에서 분리하거나 전원 플러그를 빼 주세요.

증 상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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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같다고요?   (계속)

벨소리가 나지 않고 램프만
깜박입니다. 

● 벨/진동 선택 기능에서 무음(램프)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꾸려면 85쪽 참조) 

배터리가 충분히 남았는데
켜지지 않아요. 

● 배터리를 분리한 후, 다시 끼우고 전원을 켜 보세요.
● 접촉단자를 깨끗이 한 후, 다시 끼우고 전원을 켜 보세요.

충전이 잘 안되고 꺼져요. 충전단자에 이물질이 묻으면 사용중에 저절로 전원이 꺼지거나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충전단자 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사용하세요. 청소를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청소해야할 충전단자들)

증 상 조 치

제품에 이물질이 묻으면 연필용
지우개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닦아주세요. 알코올, 벤젠, 합성 세제
등으로 닦으면 제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232

고장같다고요?   (계속)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상한 화면만 보여요.

액티브싱크가 되지 않아요.

● 배터리가 방전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충전기에 올려 놓고 충전하면서 전원을 켜보세요.

● 위와 같이 해도 반응이 없다면 리셋해 보세요. (225쪽 참조)

스타일러스로 화면을
눌 을 때 누르는 위치와 실제
인식하는 위치가 달라요.

다음의 방법으로 화면 맞춤을 실행해 보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른 후 [시스템] 탭을 누릅니다.
[화면]을 누른 후 [화면 맞춤]을 누릅니다.
화면 맞춤 화면이 열립니다.
스타일러스로 화면의 십자 표시
중앙을 차례로 따라 누릅니다.

증 상 조 치

● USB 드라이버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세요 (54쪽 참조)
● USB 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와 제품을 바르게 연결했는지 확인하세요. (54쪽 참조)
● 처음 액티브싱크할 때 파트너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동기화를 하려면 파트너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56쪽 참조)

화면 맞춤 중에는 전화 수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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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같다고요?   (계속)

액티브싱크가 되지 않아요.
(계속)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요.

● 다음의 방법으로 USB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른 후 [시스템] 탭을 누릅니다.

[USB]를 누릅니다.
USB 연결이 PDA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액티브싱크할 때는
반드시‘PDA’로 선택해야 합니다.

● 전화기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다음의 방법으로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설정]을 차례로 누른 후 [연결] 탭을 누릅니다.
[연결]을 누릅니다.
[인터넷 설정]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정]을 누르세요.
[SK Telecom]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SK Telecome]으로
선택해야 인터넷, 메신저, 메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 상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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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상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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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원 관 련

코드 부분을 잡아 당겨 빼거나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망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전원 (무허가
발전기, 불법 충전기 등) 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세요.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이 충전중인 상태로
또는 젖은 손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상된 전원 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에는 반드시 지정된
배터리만 충전시키세요.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나 배터리를 떨어
뜨리거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나 배터리 외부의
와 단자끼리 직접 연결

하지 마세요.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06장_부록-rev1.6  2004.2.23 10:25 AM  페이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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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위한경고및주의사항 (상세편)   (계속)

M400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송, 수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12월에 이 고주파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대한 안전규정을 고시하 으며, 이 제품은 그 고시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노출한계치를 정하고 있으며 이 한계치에는 연령과 건강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유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노출 한계치는 1.6 W/Kg입니다.

M400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3호(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에 의하여 전자파 흡수율 또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
라고 부르는 시험을 진행하여 노출 한계치 이내여야만 형식등록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 애니콜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삼성에서 승인한
M400용 액세서리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보유 모델의 SAR 수치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nycall LAND (http://www.anycall.com): EMF 정보 및 SAR 수치

● EMF (http://www.emf.or.kr) /
전파연구소 (http://www.rrl.go.kr)

● FCC (http://www.fcc.gov/oet/rfsafety) /
CTIA (http://www.wow-com.com)

● FDA (http://www.fda.gov/cdrh/consumer) /
UK NRPB (http://www.nrpb.org.uk)

● WHO (http://www.who.int/emf)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의한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별매품이나 소모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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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위한경고및주의사항 (상세편)   (계속)

운전중 사용관련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 또는 도로 안전 수칙을
숙지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합니다.

운전중에 꼭 통화가 필요하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핸즈프리나 이어마이크폰을 사용한 간단한 통화를 권장합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통화하세요.

M400을 잡기 편한 위치에 두세요.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세요.
만약 전화를 받기 힘든 상황이면 전화를 받지 말고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되도록 해 두십시오.

운전중에 통화를 하게되면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운전중 임을
알리고 통화를 짧게 끝내도록 하세요.

운전도중에 제품을 조작하거나 전화번호를 찾지 마세요. 

분별있게 통화를 하고 신호를 지키세요. 

●가능하면 차가 정지한다든지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전화를 하세요.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도록 하세요. 

●통화하는 상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도로에서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할 만한 심각한
통화는 나중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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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위한경고및주의사항 (상세편)   (계속)

사용 장소에 관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자파 신호를 사용합니다. 
M400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다른 전자기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 보조장치 (페이스 메이커)가 있는 곳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산업 의료장치 제조협회는휴대폰을 심장박동 보조
장치에서 15cm 이내에서 사용시 제품이 심장박동
보조장치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심장박동 보조장치와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장박동 보조장치 반대쪽에서 통화하세요.

●가능하면 M400을 꺼두세요.

RF파 에너지에 향을 받는 의료 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의료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고주파(RF파) 에너지로부터 그 기기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M400의 전자파에 의해 어떤 보청기는 제대로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 회사에 확인 후 사용하세요.

폭파 위험 지역에서는 M400을 끄세요. 

●폭파 위험 지역 내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M400을 끄세요. 

●폭파 위험 지역 내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시 사항과
신호를 준수하세요. 

전자파 신호는 자동차에 있는 전자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에 자신의 차가 RF파 에너지에
향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비행기에 탑승시에는 M400을 끄세요. 

●비행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행기의 전자 운항 기기에 향을 주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 경고문 부착 장소에서는 M400을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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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상세편)   (계속)

올바른 사용과 관리 방법

제품이나 배터리 등의 소모품을 어린아이나 애완 동물들이 빨거나
물어 뜯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취급 방법과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린아이가 사용중일 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충격이나 파손등은 고장의 원인이 되며 제품과 사용자에게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M400은 방수제품이 아니므로 건조한 곳에 두세요. 

●습기 또는 액체 성분은 M400의 부품 및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M400 또는 배터리가 물이나 액체 등에 침수될 경우, 제품
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의 색상이 바뀝니다. 
이 경우 제품 고장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 더러운 곳, 경사진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충격에 의해 파손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M400의 작동 온도인 -20oC ~ 50oC 이내에서 사용하고
너무 높은 온도 또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자동차 실내 온도는 80oC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자동차에 오랜 시간동안 두지 마십시오.

M400 바른 통화 방법을 따라주세요.

●M400을 일반전화기와 같이 잡고 안테나는 어깨 위로
똑바로 세워서 받으세요. 

●말을 할 때는 M400의 송화 부분에 정확히 대세요. 
●통화중에는 안테나를 만지지 마세요. 안테나를 만지면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출력을 송신
하게 됩니다.

M400을 청소하기 위해 독한 화학 물질이나, 강한 세제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M400이나 충전기를 청소할 때는 연필용 지우개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닦아 주세요. 

●M400, 배터리, 충전기 등의 충전단자를 청소할 때는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제품에 색을 칠하지 마세요. 

●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400 외관의 도료나 금속으로 인해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간지럼, 습진, 붓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400의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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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위한경고및주의사항 (상세편)   (계속)

M400, 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이나 별매품은 반드시
삼성전자에서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M400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승인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별매품의
사용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테나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지 마세요.

●승인되지 않은 안테나를 사용하면 제품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M400을 휘거나 비틀거나 하는 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M400의 외관이나 화면이 훼손될 수 있고 내부의
부품들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구입시 제공되는 스타일러스 외에 연필이나 볼펜 등의
끝이 날카로운 물체로 화면을 찍지 마세요.
화면이 훼손됩니다.

M400을 뒷주머니에 넣고 깔고 앉지 않도록 하세요. 

M400을 허리 등에 차지 마세요.

●넘어졌을 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화카드, 통장, 승차권 등의 자성을 이용한 제품은
M400 가까이 두지 마세요.

●M400의 자기에 의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M400을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금속물과 함께 넣어 둘 때는
주의하세요.

●제품이 변형 또는 훼손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M400을 난로, 전자레인지나 가열 조리기구, 고압용기 등에
넣지 마세요.

●배터리액 누수, 발열, 발화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M400에 끈 등이 달리면 그것을 잡고 돌리지 마세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맞아서 다치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M400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진동으로 하는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별매품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별매품을 사용하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탁상용 충전기 여행용 충전기 배터리 가죽 케이스
여행용 충전기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탁상용 충전기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TCH120KBK)(DCH160DLK)

가죽 케이스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키보드 데이터 통신 케이블 차량용 충전기
제품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USB용
케이블입니다.

(AKB160CLK) (PCB119UBK)(ASY160SLK)

차량내 시거잭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제품에 장착한
배터리를 빠른 시간내
충전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CCH035SBK)

차량용 핸즈프리 유니트
통화 중에 제품을 들지 않고 차의
핸들을 잡은 채로 자연스럽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HCU040FDK)

핸즈프리 거치대
차량내 제품을 안전하게 걸 수 있도록
해주며, 차량용 핸즈프리 키트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CR160SDK)

* 별매품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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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파수 범위

주파수 정 도

외 관(mm)

중 량

송 신 출 력

동 작 온 도

상 대 습 도

송신(TX) : 824.64~848.37 MHz / 수신(RX) : 869.64~893.37 MHz

디지털 : ± 300 Hz 이내

(대용량 배터리 장착시) : 131.4 (L) × 71 (W) × 20.2 (H)
(표준형 배터리 장착시) : 131.4 (L) × 71 (W) × 18.2 (H)

(대용량 배터리 장착시) : 227 g   (표준형 배터리 장착시) : 215 g

최대 250 mW

-20 ℃~+50 ℃

0 %~95 % 

항 목 규격 및 특성



Licensed by QUALCOMM Incorporated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atents.
U.S. Patent No.   4,901,307   5,056,109   5,099,204

5,101,501   5,103,459   5,107,225
5,109,390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관련 홍보문

1. 본 제품은 반드시 정보통신부 형식등록을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본 제품은 형식등록된 대로 성능에 변경을 초래하는 별도의
장치를 부가할 수 없습니다.

삼 성 전 자 (주)

휴대폰 불법 복제 금지

휴대폰에는 각각의 제품을 인식하는 고유번호 (ESN : Electronic 
Serial Number)가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 347 조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가 보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중 주의사항

1.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2. 분실, 도난시에는 등록된 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 임수동 94-1번지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휴대폰의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실
02-541-3000
080-022-3000

인터넷홈페이지
http : //www.sec.co.kr
http : //www.anycall.com

2004/03. Rev.1.7

전국 어디서나
●애 니 콜 A / S 문 의 1588-7285 (처리바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1588-3366

제품모델명, 고장상태, 연락처를정확히알려주시면고객여러분의
궁금점을언제나친절하게상담, 빠른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서비스사업자관련문의
(부가서비스 이용안내, 통화요금 등)

●휴대폰으로 114
●일반전화로 1566-0011

(011, 017 고객모두 전국어디서나)

한국A/S 우수기업 국가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나 고객서비스가 우수한 기업임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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