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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Nokia 6210 s



떠한 허가도 부여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
부용, 상업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LC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십시오.

택하고 있습니다. Nokia는 사전 통지 없이 
경 또는 개선할 권리를 가집니다.
 내에서 NOKIA 또는 NOKIA 라이센스 업체
 데이터나 수익 손실, 특별, 부수적, 결과
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
성 신뢰성과 관련하여 상업성 또는 특정 

포함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모든 종류의 
공하지 않습니다. Nokia는 사전 통지 없이 
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과 서비스의 사용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나 사용 가능한 언어 옵션은 해당 지역/국
오.

 수출법 및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 기술 또
다. 법에 저촉되는 전환은 금지되어 있습

리케이션은 Nokia와 제휴하거나 관련되지 
유할 수 있습니다. Nokia는 타사 애플리케
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능, 최종 사용자 지원, 애플리케이션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Nokia는 타사 애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 동시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관련 법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을 포함한 어떠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 상업성 
증을 포함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모든 종
 또는 진술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애플
, 상표권 및 기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ORATION
 무선설비의 기기(6210s-1c)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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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  
NOKIA CORPORATION은 본 RM-408 제품이 
Directive 1999/5/EC의 필수 요구 조건 및 기타 관
련 규정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각 제품에 
한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는 
http://www.nokia.com/phones/
declaration_of_conformity/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2008 Nokia. All rights reserved.
Nokia, Nokia Connecting People, Navi 및 Nokia Care는 Nokia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Nokia tune은 Nokia Corporation의 소리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다른 제품 및 회사 이름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상호입니
다.
Nokia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문서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어떤 형식
으로도 복제, 전송, 배포 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에는 Symbian Software Ltd ©1998-2008의 허가를 
받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bian 및 
Symbian OS는 Symbian Ltd.의 상표입니다.

미국 특허 번호 5818437 및 기타 출원 중인 특허.  T9 텍스트 입력 소프트웨
어 Copyright © 1997-2008. Tegic Commun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Javaô 및 모든 Java 기반 상표는 Sun Microsystems,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Nokia Maps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1996-2008 The FreeType Project에 해당합
니다. All rights reserved.
This product is licensed under the MPEG-4 Visual Patent Portfolio License (i) for 
personal and noncommercial use in connection with information which has been 
encoded in compliance with the MPEG-4 Visual Standard by a consumer engaged 
in a personal and noncommercial activity and (ii) for use in connection with 
MPEG-4 video provided by a licensed video provider. No license is granted or shall 
be implied for any other us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that related to 
promotional, internal, and commercial uses, may be obtained from MPEG LA, LLC. 
See <http://www.mpegla.com>.
본 제품은 MPEG-4 Visual Patent Portfolio License에 의거하여 i) 개인적 비상업
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비자가 MPEG-4 Visual Standard에 따라 인코딩한 
정보와 관련된 개인적 및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ii) 허가를 받은 비
디오 사업자가 제공한 MPEG-4 비디오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받

았습니다. 기타 다른 용도로는 어
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홍보용, 내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MPEG LA, L
<http://www.mpegla.com>을 참조하
Nokia는 지속적인 개발 정책을 채
본 문서에 설명된 모든 제품을 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한 모든
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
본 문서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우를 제외하고, 본 문서 내용, 정확
목적에의 적합성의 보증 암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제
언제라도 본 문서를 개정 또는 철
특정 제품 및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가의 Nokia 리점에 문의하십시
수출 통제
본 기기에는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
니다.
본 기기와 함께 제공된 타사 애플
않은 개인 또는 주체가 제작 및 소
이션에 한 저작권 또는 지적재
Nokia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기
자료에 담긴 정보에 해 어떠한
리케이션에 해 어떠한 보증도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
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한 형태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주됩니다. 또한 NOKIA나 제휴사는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의 보
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
리케이션이 타사의 특허, 저작권
는 사실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의 상호: NOKIA CORP
기기의 명칭(모델명): 이동통신용
제조자/제조국가: ㈜노키아티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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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승인된 액세서리와 
용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제
하지 마십시오.

기는 방수되는 제품이 아닙니
곳에 보관하십시오.

 무선 기기는 GSM 850, 900, 
0, 2100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도
트워크에 한 자세한 정보는 
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모든 법을 준수하고 현
롯한 타인의 개인 정보 및 합법
오.

부 이미지, 음악 및 기타 콘텐
전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지원합니다. 컴퓨터와 
 바이러스와 기타 유해한 콘텐
로 메시지, 연결 요청, 탐색 및 

 기울이십시오. Symbian Signed 
트를 통과한 애플리케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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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다음의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읽어 보십시오.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험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체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안전하게 전원 켜기. 무선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혼신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기의 전원을 켜지 마십
시오.

도로 안전 우선. 모든 현지법을 준수하십
시오. 운전하는 동안 양손은 항상 차량 운
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운전하는 동안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사항은 도로 안전입
니다.

혼신. 모든 무선 기기는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혼신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제한 구역에서 전원 끄기. 모든 제한 사항
을 따르십시오. 항공기 내부 및 의료 장치, 
연료, 화학물 또는 폭발 위험 지역 근처에
서는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공인 서비스. 자격을 갖춘 직원만이 본 제
품을 설치 또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및
배터리만 사
품과는 연결

방수. 본 기
다. 건조한 

기기 정보
본 설명서에 나와 있는
1800, 1900 및 UMTS 85
록 승인되었습니다. 네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

본 기기의 기능을 사용
지 관습과 저작권을 비
적 권한을 존중하십시

저작권 보호 때문에 일
츠를 복사, 수정 또는 

본 기기는 몇 가지 연결
마찬가지로 본 기기도
츠에 노출될 수 있으므
다운로드에는 주의를
또는 Java Verified™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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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

능 중 상당수가 네트워크 기능
한 기능이 모든 네트워크에서 
부 네트워크의 경우 서비스 
을 거쳐야 네트워크 서비스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는 요금에 해 설명할 수 있
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방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어별로 필요한 문자 및 서비
습니다.

 기기의 일부 기능을 비활성
니다. 이 경우 이러한 기능은 
습니다. 기기에는 메뉴 

콘과 같은 특별한 구성도 포
한 정보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콜을 실행하는 WAP 2.0 프로
합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은 이 기기의 일부 기능에는 
워크 지원이 필요합니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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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해 소프트웨어에 비한 적절한 보안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서비스와 기
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 및 
연결된 컴퓨터에는 바이러스 백신 및 기타 보안 소프
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기기에는 타사 인터넷 사이트에 한 즐겨찾기와 
링크가 미리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
기를 통해 다른 타사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
다. Nokia는 타사 사이트와 관련이 없으며, 그러한 사
이트를 승인하거나 그에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이트에 액세스할 경우 보안이나 콘텐츠에 

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고: 알람 시계를 제외한 본 기기의 모든 
기능은 기기의 전원을 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무선 기기 사용으로 인해 혼신이나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기의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은 Microsoft Word, PowerPoint 및 
Excel(Microsoft Office 2000, XP 및 2003)의 일반적인 기
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파일 형식은 보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모든 중요한 정보는 백업 복사본을 만
들어 두거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기기에 연결할 때의 자세한 안전 지침은 해당 기
기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제품과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네트워크 서비
폰을 사용하려면 무선 서
아야 합니다. 기기의 기
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일
사업자와 특정 조정 작업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제공하고 부과되
습니다. 일부 네트워크에
법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들어 일부 네트워크는 언
스를 모두 지원하지는 않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
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
기기 메뉴에 나타나지 않
이름, 메뉴 순서 및 아이
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기는 TCP/IP 프로토
토콜(HTTP 및 SSL)을 지원
웹 탐색 및 이메일과 같
이러한 기술에 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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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거
반드시 기기의 전원을 끄고 충전기를 분리한 후에 배
터리를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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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에 
습니다. Nokia Care 서비스에 
 www.nokia.com/
 지역/국가의 Nokia Care 문의 
오.

려면 www.nokia.co.kr/repair에
are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이트

화된 기능 또는 개선된 성능
 업데이트를 개발합니다.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러
 있습니다. 기기 소프트웨어

ia Software Updater 애플리케
ws 2000, XP 또는 Vista 운영 체

 PC, 광 역 인터넷 액세스 
 호환 가능한 데이터 케이블

okia Software Updater 애플리
면 www.nokia.co.kr/
 지역/국가의 Nokia 웹 사이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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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도움말
본 기기에는 상황에 맞는 도움말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 도움말에 액세스하
려면 옵션 >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도움말과 백그
라운드에 열려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를 전환하려
면 을 누르고 있다가 열려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
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시오.

기본 메뉴에서 도움말을 열려면 > Application > 도
움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선
택하여 도움말 항목 목록을 보고 관련 도움말 텍스트
를 선택하십시오. 키워드 목록을 열려면 옵션 > 검색
을 선택하십시오.

Nokia 지원 및 연락처 정보
Nokia 제품과 관련된 최신 설명서, 추가 정보, 다운로
드 및 서비스는 Nokia 웹 사이트 (www.nokia.co.kr/
6210s/support)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웹 사이트에서는 No
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문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customerservice에서 해당
센터 목록을 확인하십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
서 가장 가까운 Nokia C

소프트웨어 업데

Nokia는 새로운 기능, 강
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Nokia Software Updater P
한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를 업데이트하려면 Nok
이션과 Microsoft Windo
제가 설치된 호환 가능한
및 기기와 PC를 연결하는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N
케이션을 다운로드하려
softwareupdate 또는 해당
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okia.com/customerservice
http://www.nokia.co.kr/repair
http://www.nokia.co.kr/softwareupdate
http://www.nokia.co.kr/6210s/support
http://www.nokia.co.kr/6210s/support
http://www.nokia.com/customerservice
http://www.nokia.co.kr/software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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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
는 경우 기기를 통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
됩니다. 데이터 전송 요금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기 배터리에 충분한 전
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거나 충전기를 연결하십시
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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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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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USIM 카드 및 배터리 삽입
본 기기는 BL-5F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1. 기기의 뒷면 커버 분리 버튼을 눌러 뒷면 커버를 
엽니다.

2. 뒷면 커버를 들어 올려서 분리합니다.

3. 배터리를 끝에서 들어 올려 분리합니다.

4. USIM 카드 홀더에 USIM 카드를 밀어 넣습니다. 카
드의 금색 접촉 부분이 기기의 아래로 향해 있고 
비스듬한 모서리 부분이 카드 홀더 슬롯 쪽을 향
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배터리를 끼웁니다.

6. 뒷면 커버를 끼웁니



시 작

거

액세스될 때 이루어지는 작업 
리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드를 제거하면 기기뿐만 아니
가 손상될 수 있고 카드에 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키를 잠시 짧게 누릅니다.
 스크롤하고 OK > 예를 선택합

개를 엽니다.
서 분리합니다.
K를 선택합니다.
다.

어 있지만 충전 정도는 다를 수 

 연결합니다.
2

메모리 카드
본 기기에서 사용하도록 Nokia가 승인한 호환
되는 microSD 및 microSDHC 카드만 사용하십
시오. Nokia에서는 메모리 카드에 승인된 업계 
표준을 사용하지만 일부 브랜드는 본 기기와 완전히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카드로 인
해 카드 및 기기가 손상될 수 있고 카드에 저장된 데
이터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삽입

메모리 카드는 기기와 함께 제공되고 이미 삽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메모리 카드 슬롯 덮개를 엽니다.

2. 메모리 카드의 금색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여 슬롯
에 넣습니다. 카드를 천천히 밀어서 고정합니다.

3. 슬롯 덮개를 닫습니다.

메모리 카드 제
중요: 카드가 
중간에는 메모
작업 중간에 카
라 메모리 카드
장된 데이터도

1. 기 모드에서 전원
2. 메모리 카드 제거로

니다.
3. 메모리 카드 슬롯 덮
4. 카드를 천천히 밀어
5. 카드를 당겨 빼고 O
6. 슬롯 덮개를 닫습니

배터리 충전
배터리는 미리 충전되
수 있습니다.
1. 충전기를 콘센트에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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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하고 

가 
력

 잠금 
 

날

MT(그리니치 표준시)와의 시
의 시간 를 선택한 다음 날
지의 "시간 및 날짜"를 참조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2. 충전기를 기기에 연결합니다. 충전 중에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기기에서 충전기를 분
리한 다음 콘센트에서 분리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하
고 몇 분 정도 지나야 충전 표시기가 기기 화면에 나
타나거나 통화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사용하는 충전기와 배터리에 따라 다릅
니다.

기기 전원 켜기
및 끄기
전원 키를 길게 누릅니다

PIN 코드를 묻는 메시지
타나면 PIN 코드를 입력
OK를 선택합니다.

잠금 코드를 묻는 메시지
나타나면 잠금 코드를 입
하고 OK를 선택합니다.
코드의 초기 전화 설정은
12345입니다.

시간, 시간대 및
짜 설정

현지 시간을 입력하고 G
차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
짜를 입력합니다. 53페이
하십시오.



시 작

 때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메시지 1건이 표시됩니다. 설
> 옵션 > 저장을 선택합니다. 
한 PIN 코드를 입력해야 할 수

이션
로 켜면 시작 애플리케이션이 
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음 애
할 수 있습니다.
성합니다. 5페이지의 "설정"을  

 설정을 구성합니다. 26페이지
조하십시오.
 기기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능과 사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작하려면 > Application > 도
택하고 둘러보기 항목을 선택

이션을 열려면 > 
> 시작을 선택합니다.
4

안테나 위치
• 무선 안테나(1)
• Bluetooth 안테나(2)
• GPS 안테나(3)
기기에는 내장 및 외장 안테나가 있
습니다. 모든 무선 송신 기기와 마찬
가지로 안테나가 송수신하는 동안 
불필요하게 안테나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안테나를 만지면 통신 품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기가 원
래보다 더 높은 출력 수준에서 작동
되거나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수 있
습니다.

구성 설정
멀티미디어 메시지, 이메일, 동기화, 스트리밍 및 브
라우저를 사용하려면 먼저 기기의 설정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USIM 카드를 기반으로 기
기에서 브라우저, 멀티미디어 메시지, 액세스 포인트 
및 스트리밍 설정이 자동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정 마법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하거나, 설정을 구성 메시지로 직접 수신하여 기
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에 한 자
세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구성 메시지를 수신할
활성화되지 않으면 새
정을 저장하려면 보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도 있습니다.

시작 애플리케
기기의 전원을 처음으
시작됩니다. 시작 애플
플리케이션에 액세스

설정- 연결 설정을 구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설정 - 이메일
의 "이메일 설정"을 참
스위치 - 호환되는 다른
동기화합니다.
둘러보기 - 기기의 기
나중에 둘러보기를 시
움말 > 둘러보기를 선
합니다.

나중에 시작 애플리케
Application > 도움말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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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 마법사 애플리케이션은 통신사에 맞게 기기를 
구성하고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이메일 설정을 구성
합니다. 그 밖의 설정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
여 데이터 연결 또는 기타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
다.

> 인터넷 >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 기  설 명
6

기기 설명

키 및 구성 부분
• 수화부(1)

• 보조 카메라 렌즈(2)

• 조명 센서(3)

• 화면(4)

• 왼쪽 및 오른쪽 선택 
키(5)

NaviTM 스크롤 키(이하 스
크롤 키라고 함)와 테두리
의 Navi 키 
조명(6)

• 메뉴 키 (7)

• 지우기 키(8)

• 통화 키(9)

• 전원 키/종료 키(10)

• 내비게이터 키와 GPS 조명(11)

• 숫자 키(12)

• 충전기 커넥터(13)

• 헤드셋 커넥터(14)

• 볼륨 키(15)

• 카메라 키(16)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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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설 명

 가기

 열려면 통화 키를 누릅니다.

결하려면 1 키를 길게 누릅

 전화 걸기를 사용하려면 오
릅니다.

으려면 메시지 리더가 시작
를 길게 누릅니다.

원 키를 짧게 누르고 프로필

로필로 빠르게 변경하려면 
 누릅니다.

게 누릅니다.

 따라 기 모드의 바로 가기 
이션 또는 이벤트나 스크롤 
.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 폰 설정 > 일반 설정 > 사

>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게 활성화하려면 기 모드
르고 오프라인을 선택합니다. 
하려면 전원 키를 짧게 누르
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 카메라 플래시(17)

• 기본 카메라 렌즈(18)

• 스피커(19)

• Micro USB 커넥터(20)

• 메모리 카드 슬롯(21)

• 뒷면 커버 분리 버튼(22)

• 마이크(23)

장시간 작동 중에는 기기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
다. 부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이나 기기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
까운 공인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모드
기기의 전원을 켜고 기기가 네트워크에 등록되고 나
면 기기는 기 모드에 들어가며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가 됩니다.

기 모드 보기를 선택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사용자 기능 > 대기 모드 > 대기 모드 테
마를 선택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예기치 않게 활성화될 수 있으
므로 자석이나 자기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기
기를 두십시오.

대기 모드의 바로

최근의 발신 번호 목록을

음성/영상 사서함에 연
니다.

음성 명령이나 음성으로
른쪽 선택 키를 길게 누

새로 수신된 메시지를 들
될 때까지 왼쪽 선택 키

프로필을 변경하려면 전
을 선택합니다.

다른 프로필에서 무음 프
기 모드에서 #을 길게

웹에 연결하려면 0을 길

선택한 기 모드 테마에
목록에 추가할 애플리케
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하려면 > 설정
용자 기능 > 대기 모드

오프라인 프로필

오프라인 프로필을 빠르
에서 전원 키를 짧게 누
오프라인 프로필을 해제
고 다른 프로필을 선택합



기 기  설 명

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

 이메일이 있습니다.

송 기 중인 메시지가 있습니

 있습니다.

로 설정되어 있고 메시지 알림
 해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는 모든 통화가 다른 번호로 

드셋 또는 루프셋이 연결되어 

킷 데이터 연결이 활성 
기 중이거나, 연결이 사용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분
이 활성 상태이거나, 연결이 
용 가능합니다. 기기에서 데이

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오프라인 프로필이 활성 상태일 때는 무선 네트워크
와의 모든 연결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USIM 카드 없
이 기기를 사용하고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라디
오 또는 음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무선 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기기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중요: 오프라인 프로필에서는 어떤 전화도 걸
거나 받을 수 없고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한 
다른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
기에 프로그래밍된 긴급 통화 번호로는 전화
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려면 먼저 프로
필을 변경하여 전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기기가 잠긴 경우 잠금 코드를 입력하십
시오.

표시기

아이콘

 또는  - 기기가 UMTS 또는 GSM 네트워크에 연
결되어 있습니다.

 - UMTS 네트워크의 HSDPA(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기기가 오프라인 프로필로 설정되어 있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기에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메시지 수신함
다.

 - 원격 사서함에 새

 - 발신 기함에 전
다.

 - 부재 중 통화가

 - 벨 형식이 무음으
음과 이메일 알림음이

 - 기기 키패드가

 - 스피커가 활성화

 - 알람이 활성 상태

 - 기기로 걸려 
전환됩니다.

 또는  - 기기에 헤
있습니다.

,  또는  - GPRS 패
상태이거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  또는  - EGPRS를
에서 패킷 데이터 연결
기 중이거나, 연결이 사
터 전송에 EGPRS가 사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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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설 명

 모드 > 상태 표시등 > 켜기

재 중 이벤트가 발생하면 몇 
 천천히 깜박입니다.

면 > 설정 > 폰 설정 > 
> 화면 > 화면 보호기를 선

 활성화되기 전까지의 기 
 보호기 제한 시간을 선택합

성 상태로 유지할 시간을 설정
속 시간을 선택합니다.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
 을 선택합니다.
를 열려면 해당 애플리케이
고 스크롤 키를 누릅니다.
한 경우 본 사용자 설명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 메뉴 보기 변경을 선
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  또는  - UMTS 패킷 데이터 연결이 활성 
상태이거나, 연결이 기 중이거나, 연결이 사용 
가능합니다.

,  또는  - HSDPA 패킷 데이터 연결이 활성 
상태이거나, 연결이 기 중이거나, 연결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 Bluetooth 연결이 켜져 있거나,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 USB 연결이 활성 상태입니다.

 - GPS 수신기가 활성 상태입니다.

이 밖에 다른 표시기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조명 표시

GPS 조명

GPS 조명은 기기에서 GPS에 연결하려고 하면 깜박이
다가 GPS에 연결되고 나면 계속 켜져 있습니다. 
GPS 연결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면 조명이 
잠깐 동안 빠르게 깜박입니다.

Navi 키 조명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Navi 키 조명이 느리게 깜
박여서 이를 나타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약 20초 간격으로 몇 초 동안 켜져 있습니다. 상태 조
명을 활성화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

정 > 사용자 기능 > 대기
을 선택합니다.

부재 중 이벤트

부재 중 통화와 같은 부
분 동안 Navi 키 조명이

화면 보호기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려
일반 설정 > 사용자 기능
택합니다. 화면 보호기가
시간을 설정하려면 화면
니다. 화면 보호기를 활
하려면 화면 보호기 지

메뉴
메뉴에서는 기기의 기능
본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또는 폴더
션 또는 폴더로 스크롤하

메뉴의 기능 순서를 변경
나와 있는 기본 순서와는

메뉴 보기를 변경하려면
택하고 보기 종류를 선택



기 기  설 명

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스피
합니다.

 사용 중일 때는 기기를 귀 가
십시오. 볼륨이 너무 클 수 있

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계가 

거나 세로 위치로 되돌릴 때 화
전되도록 하려면 > 설정 > 
 센서 설정 > 센서 > 설정을 선
케이션 및 기능은 화면 내용 회
 있습니다.

록 기기를 뒤집을 때 통화 및 알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
>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
고 통화 음량 줄임 및 알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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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안의 항목 표시
갤러리의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연속된 여러 개의 항목을 표시하거나 해제하려면 
#을 누른 채로 스크롤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전환
열려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를 전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옵션 > 멀티 태스킹을 선택합니다.
• 을 길게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스크롤하여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닫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폴더를 닫으려면 이전 및 
종료를 필요한 횟수만큼 선택하여 기 모드로 돌아
가거나, 옵션 > 종료를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실행시키면 배
터리의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
통화 중이거나 오디오 파일을 듣는 중에 수화부 또는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려면 볼륨 키를 누릅니다. 통화 

중에 스피커를 활성화
커 또는 핸드셋을 선택

경고: 스피커가
까이에 지 마
습니다. 

화면 회전
본 기기에는 기기의 움
있습니다.

기기를 왼쪽으로 돌리
면 내용이 자동으로 회
폰 설정 > 일반 설정 >
택합니다. 일부 애플리
전을 지원하지 않을 수

방향 조절
화면이 아래로 향하도
람 소리를 줄이려면 
정 > 센서 설정 > 센서
음 방향 조절을 선택하
리 줄임을 표시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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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설 명

 사용할 방법을 설정하려면 
반 설정 > 보안 > 폰 및 SIM 

를 잠그는 데 사용합니다. 
입니다. 이 코드를 변경하고 
알 수 없도록 하여 기기와는 
합니다.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카드 > 잠금 코드를 선택합
 활성화하려면 폰 자동 잠금 
택합니다.

기가 잠겨 있는 경우에는 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

kia Care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

우 기기에 프로그래밍된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키패드 잠금(키보호)
슬라이드를 닫을 때 키패드를 잠그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슬라이드 > 키보호 설정 > 변
경 > 닫을 때 설정을 선택합니다.

일정 시간 이후 키패드가 자동으로 잠기도록 기기를 
설정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보안 > 
폰 및 SIM 카드 > 키패드 자동 잠금 기간 > 사용자 정
의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를 열면 키패드 잠금이 해제됩니다. 슬라이
드가 닫혀 있을 때 키패드 잠금을 해제하려면 왼쪽 선
택 키를 누르고 1.5초 내에 OK를 선택합니다. 

기기나 키패드가 잠긴 경우 기기에 프로그래밍된 
긴급 통화 번호로는 전화할 수 있습니다. 

원격 잠금
텍스트 메시지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기기와 메모리 
카드를 잠글 수 있습니다. 원격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
정하고 사용할 텍스트 메시지 내용을 정의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보안 > 폰 및 SIM 
카드 > 원격 폰 잠금 > 설정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메
시지 내용을 5-20자로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잠
금 코드를 입력합니다.

액세스 코드
기기에서 액세스 코드를

> 설정 > 폰 설정 > 일
카드를 선택합니다.

잠금 코드

잠금 코드(5자리)는 기기
사전 설정 코드는 12345
새 코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안전한 위치에 보관

잠금 코드를 변경하려면
설정 > 보안 > 폰 및 SIM
니다. 기기의 자동 잠금을
기간 > 사용자 정의를 선

코드를 잊어버렸거나 기
비스가 필요하며 이 경우
니다. 자세한 정보는 No
랍니다. 

기기나 키패드가 잠긴 경
긴급 통화 번호로는 전화



기 기  설 명

는 통화 제한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된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 문의
비스는 한국에서 지원되지 않
 정보는 서비스 사업자에 문의

비스)는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
니다.

 콘텐츠,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
고 다운로드하고 업그레이드
 카탈로그 및 폴더에 범주화되

드!를 선택합니다.

워크 통화료가 부가되며, 콘텐
다.
12

PIN 코드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코드 또는 
UPIN(Universal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코드(4-8
자리)는 USIM 카드를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U)PIN 
코드는 일반적으로 USIM 카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기기의 전원을 켤 때마다 코드를 요청하도록 기기를 
설정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보안 > 
폰 및 SIM 카드 > PIN 코드 요청 > 설정을 선택합니다.

PIN2 코드는 USIM 카드와 제공될 수 있으며 일부 기능
에 필요합니다.

모듈 PIN은 보안 모듈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
합니다. 서명 PIN은 디지털 서명에 필요합니다. USIM 
카드에 보안 모듈이 있는 경우 모듈 PIN 및 서명 PIN은 
USIM 카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PUK 코드

PUK(Personal Unblocking Key) 코드 또는 UPUK(Universal 
Personal Unblocking Key) 코드(8자리)는 각각 차단된 
PIN 코드 및 UPIN 코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합니다. 
PUK2 코드는 차단된 PIN2 코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합
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국가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코
드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화제한암호

통화제한 암호(4자리)
에 필요합니다. 암호는
있습니다. 암호가 차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
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네트워크 서
는 모바일 콘텐츠 샵입

다운로드를 사용하면
션을 검색하고 미리 보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어 있습니다.

> 인터넷 > 다운로

다운로드! 이용시 네트
츠는영어로 제공됩니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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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설 명

이블 연결

 USB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합

택하거나 활성 모드를 변경
> USB > USB 연결 모드를 선
택합니다. 기본 모드를 자동
 설정하려면 연결 시 확인 >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내폴더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
케이션에 액세스하려면 > Application > 내 폴더를 
선택합니다. 

중요: Symbian Signed이거나 Java VerifiedTM 테
스트를 통과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소프트
웨어만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호환 헤드셋 연결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품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Nokia AV 커넥터에 전압
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Nokia가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을 제외
한 기타 모든 외장 장치나 헤드셋을 Nokia AV 커넥터
에 연결하는 경우 볼륨 수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USB 데이터 케

USB 커넥터에 호환되는
니다.

기본 USB 연결 모드를 선
하려면 > 설정 > 연결
택하고 원하는 모드를 선
으로 활성화할지 여부를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통 화  기 능

 기 모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걸 수 있습니다. 2부터 9까지
상 사서함용으로 예약됨)의 단
를 지정하고 단축 번호를 설정

.

호를 지정하려면 > 설정 > 
다. 원하는 번호(단축번호 위치
택한 다음 연락처를 선택합니

 옵션 > 변경을 선택합니다.

려면 > 설정 > 폰 설정 > 폰 > 
정을 선택합니다.

려면 전화 걸기가 시작될 때까
 누릅니다. 

서함(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
 후 음성사서함을 선택합니다.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번
 설정 > 사서함을 선택합니다. 
롤하고 해당 사서함 번호를 입
 번호를 변경하려면 옵션 > 
14

통화 기능
통화 중 볼륨을 조절하려면 볼륨 키를 누릅니다.

음성 통화
1. 기 모드에서 지역 코드를 포함한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 번호를 지우려면 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국제 전화를 걸려면 국가 지역 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를 두 번 누르고(+ 문자는 국가별 액세스 코
드를 체함) 국가 코드, 지역 번호(필요한 경우 앞
에 오는 0은 제외) 및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2.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통화 키를 누릅니다.
3. 통화를 종료하거나 통화 시도를 취소하려면 종료 

키를 누릅니다.
슬라이드를 닫을 때 현재 통화를 종료할지 여부를 
선택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슬라이드 > 슬라이드 닫기 > 변경 > 현재 통화 종
료 또는 현재 통화 계속을 선택합니다.

연락처에서 전화를 걸려면 > 연락처를 선택합니
다. 원하는 이름으로 스크롤하거나 이름의 첫 번째 문
자를 입력하고 원하는 이름으로 스크롤합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통화 키를 누릅니다.

기 모드에서 최근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통
화 키를 누릅니다.

단축 번호

단축 번호를 사용하면
번호로 빠르게 전화를
(1 키는 음성 전화 및 영
축 번호 키에 전화 번호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축 번호 키에 전화 번
단축 번호를 선택합니
)로 이동한 후 지정을 선
다. 번호를 변경하려면

단축 번호를 활성화하
통화 > 단축 번호 > 설

단축 번호로 전화를 걸
지 단축 번호 키를 길게

통화 사서함

기 모드에서 통화 사
하려면 1을 길게 누른

통화 사서함 번호가 설
호를 정의하려면 >
음성 사서함으로 스크
력합니다. 통화 사서함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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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화  기 능

신을 포함하여 최  6명 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를 걸려면 옵션 > 새 통화를 

 때 전화 회의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람을 추가하려면 2단계를 반
통화 > 회의 통화에 추가를 선

려면 종료 키를 누릅니다.

 거부
를 누릅니다.

 무음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르거나 옵션 > 거부
환 > 통화 중인 경우를 활성화

 해당 통화가 전환됩니다. 사
을 수 있습니다.

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회신
시지전송을 선택합니다. 
성화하고 메시지를 편집하
> 폰 > 통화 > 메시지 통화 

를 선택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번호 변경을 선택합니다. 통화 사서함 번호는 해당 서
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전화 걸기

연락처의 모든 항목에는 음성 태그가 자동으로 추가
됩니다. 긴 이름을 사용하고 연락처가 다른 서로 비슷
한 이름은 피하십시오.

음성으로 전화 걸기

음성 태그는 주변 소음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음성 태
그는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참고: 시끄러운 곳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음성 
태그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환
경과 상황에서 음성 다이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1. 기 모드에서 오른쪽 선택 키를 길게 누릅니다.
헤드셋 키와 함께 호환되는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
는 경우 헤드셋 키를 길게 누릅니다.

2. 지금 말씀하십시오.가 표시되면 음성 명령을 분명
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기에서 가장 일치하는 
음성 명령이 수행되어 1.5초 후 해당 번호로 전화
가 걸립니다. 이 번호가 올바른 번호가 아니면 전
화를 걸기 전에 다른 항목을 선택합니다.

회의통화

본 기기에서는 사용자 자
의 전화 회의(네트워크

1.  첫 번째 참석자에게
2. 다른 참석자에게 전화

선택합니다.
3. 새 통화가 연결되었을

옵션 > 회의 통화를
전화 회의에 다른 사
복하고 옵션 > 회의 
택합니다.

4. 전화 회의를 종료하

전화 받기 또는
전화를 받으려면 통화 키

벨소리를 음소거하려면

전화를 거부하려면 종료
를 선택합니다. 통화 전
한 경우 통화를 거부하면
업자에 따라 지원되지 않

전화를 받는 신 발신자
으로 보내려면 옵션 > 메
텍스트 메시지 회신을 활
려면 > 설정 > 폰 설정
거부 및 메시지 텍스트



통 화  기 능

신 전송할 스틸 이미지를 캡

전송을 거부했습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옵션 > 통
택하거나, > 연락처를 선택
로 스크롤한 다음 옵션 > 영상 
.

 표시하거나 또는 음성만 들
 도구 모음에서 비디오 전송 설
송 해제를 선택합니다.

송을 거부하더라도 통화료는 
니다. 요금은 통신망 사업자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려면 종료 키를 누릅니다.

  이 표시됩니다.

 통화 키를 누릅니다. 발신자에
을 허용하시겠습니까?가 표시
 기기의 카메라로 캡처된 이미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 전
 것입니다.

을 거부하더라도 통화료는 
다. 요금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

16

슬라이드를 열 때 걸려 온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슬라이드 > 슬라이드 열기 > 변경 > 수신 전화 받음 
또는 전화 받지 않음를 선택합니다.

통화 대기

통화 중에 기 중인 전화를 받으려면 통화 키를 누릅
니다. 첫 번째 통화는 기 상태가 됩니다. 두 통화 사
이를 전환하려면 교환을 선택합니다. 현재 통화를 종
료하려면 종료 키를 누릅니다.

통화 기 기능(네트워크 서비스)을 활성화하려면 
> 설정 > 폰 설정 > 폰 > 통화 > 통화 대기 > 설정을 

선택합니다.

영상 통화

영상 통화

영상 통화를 걸려면 USIM 카드가 있어야 하며 UMTS 
네트워크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영상 통화 서비스
의 사용 가능 여부 및 가입에 한 자세한 정보는 해
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통
화는 두 명끼리만 가능하고 다른 음성, 영상 또는 데
이터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
다. 

영상을 전송하는 
처했습니다.

기기에서의 영상 

1. 기 모드에서 전화
화 >영상 통화를 선
하고 원하는 연락처
통화를 선택합니다

2. 영상 통화 중 영상만
리도록 전환하려면
정 또는 비디오 전

영상 통화 중 영상 전
영상 통화로 부과됩
서비스 사업자에게

3. 영상 통화를 종료하

영상 통화 받기

영상 통화가 걸려 오면

영상 통화를 받으려면
게 비디오 이미지 전송
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지가 발신자에게 표시
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영상 통화 중 영상 전송
영상 통화로 부과됩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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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화  기 능

 선택 키, 볼륨 키 및 종료 키
게 누르면 수신 전화를 받을 

> 폰 > 통화 전환(네트워크 서
.
 통화를 선택합니다.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중이
부할 때 음성 통화를 전환하
를 선택합니다.
고 통화를 전환할 전화 번호
의 전환 옵션을 동시에 활성

 동시에 활성화할 수 없습니

> 폰 > 통화 제한(네트워크 서
 기기에서 걸거나 받을 통화

로 스크롤하고 옵션 > 설정을 
변경하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활성화할 수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영상 통화를 종료하려면 종료 키를 누릅니다.

통화 설정

통화

> 설정 > 폰 설정 > 폰 > 통화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발신자 ID 전송(네트워크 서비스) - 전화를 걸려는 
상 에게 자신의 전화 번호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통화 대기(네트워크 서비스) - 16페이지의 
"통화 기"를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통화 거부 및 메시지 텍스트 - 15페이지의 
"전화 받기 또는 거부"를 참조하십시오.
수신 영상 통화 관리 - 영상 통화를 받을 때 자신의 영
상 이미지 전송을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영상 통화 이미지 - 영상 통화를 거부할 때 표시할 스
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동 재다이얼 - 통화 시도에 실패한 후 자동으로 통
화 연결을 최  10번 시도하도록 설정합니다.
통화 시간 표시 및 통화 요약 - 통화 중에 통화 시간을 
표시하고 마지막 통화의 략적인 통화 시간을 표시
하도록 설정합니다.
단축 번호 - 14페이지의 "단축 번호"를 참조하십
시오.

키 응답 - 왼쪽 및 오른쪽
를 제외한 어떤 키나 짧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통화 전환

1. > 설정 > 폰 설정
비스)을 선택합니다

2. 음성 통화 등 전환할
3. 원하는 옵션을 선택

거나 수신 전화를 거
려면 통화 중인 경우

4. 옵션 > 설정을 선택하
를 선택합니다. 몇 개
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제한과 통화 전환은
다.

통화 제한

1. > 설정 > 폰 설정
비스)을 선택하여 이
를 제한합니다. 

2. 원하는 제한 옵션으
선택합니다. 설정을 
제공한 제한 암호가

통화 제한과 통화 전환은
없습니다.



통 화  기 능

 중/수신/발신 통화, 텍스트 메
, 팩스 및 데이터 통화를 보려
택합니다.

 키를 최근 통화 내역(네트워크 
 한 바로 가기로 사용할 수 

화 요금과 서비스 사업자의 서
를 수 있습니다.

r를 포함한 일부 타이머는 서비
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리셋될 
18

통화 제한이 설정된 경우 긴급통화 번호로는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통화 제한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 설정 > 폰 설정 > 폰 >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다음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모드 -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서
비스 사업자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표시됨). 듀얼 모드
를 선택하면 기기에서는 자동으로 GSM 또는 UMTS 네
트워크를 사용합니다.
통신사 선택 - 검색할 기기를 설정하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중 하나를 자동으로 선택하려면 자동을 선
택합니다. 네트워크 목록에서 원하는 네트워크를 수
동으로 선택하려면 수동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네트
워크는 사용 중인 홈 네트워크와 로밍 계약을 맺고 있
어야 합니다.
셀 정보 표시(네트워크 서비스) - MCN(Microcellular 
Network)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 네트워크에서 기
기가 사용될 때 기기에서 이를 표시하도록 설정하고 
셀 정보 수신을 활성화합니다.

통신기록
기기에서 등록한 부재
시지, 패킷 데이터 연결
면 > 통신기록을 선

기 모드에서는 통화
서비스)의 발신 통화에
있습니다.

참고: 실제 통
비스 요금은 다

참고: Life Time
스 또는 소프트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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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쓰기

 원하는 문자가 나타날 때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

 1 키를 누릅니다.
 동일한 키에 첫 번째 문자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시간이 끝나도록 한 다음 해

용하여 쓰기

 키를 한 문자에 해 한 번씩
를 입력하고 나면 단어가 변

 사용하는 문장 부호의 경우
.

며 해당 단어가 올바른 경우 
으로 스크롤하거나 공백을 삽

 경우 사전에서 찾은 일치하
려면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표시되면 쓰려고 한 단어가 
. 사전에 단어를 추가하려면 
. 그런 다음 해당 단어(최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됩니다. 사전이 가득 차면 새 
가된 단어를 체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텍스트 쓰기

일반적 텍스트 입력 및 제안 텍
스트 입력(영문입력 시)
텍스트를 쓸 때 화면에 표시되는 은 제안 텍스트 
입력을 나타내고 은 일반적 텍스트 입력을 나타냅
니다. 제안 텍스트 입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 #
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를 누르고, 제안 텍스트 설정 
또는 제안 텍스트 > 해제를 선택합니다.

제안 텍스트는 한국어 입력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텍스트 입력 표시기 옆의 , ,  또는 은 
/소문자 또는 숫자 모드를 나타냅니다. /소문자

를 변경하거나 문자 모드와 숫자 모드 사이를 전환하
려면 #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기기의 쓰기 언어를 변경하려면 > 설정 > 폰 설
정 > 일반 설정 > 사용자 기능 > 언어 > 언어 선택을 
선택합니다. 쓰기 언어에 따라 텍스트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와 사용되는 제안 텍스트 사전이 달라집
니다. 숫자 키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키에 모두 표
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텍스트 입력을 
2부터 9까지의 숫자 키를
지 반복해서 누릅니다. 
와 특수 문자의 경우에는

입력하려는 다음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커서가
앞으로 스크롤하여 기
당 문자를 입력합니다.
제안 텍스트 입력을 사
1. 2부터 9까지의 숫자

만 누릅니다. 모든 키
경됩니다. 가장 자주
에는 1을 입력합니다

2. 단어 입력이 끝났으
이를 확인하려면 앞
입합니다.
단어가 올바르지 않은
는 단어를 하나씩 보
단어 다음에 ? 문자가
사전에 없는 것입니다
맞춤법을 선택합니다
32자)를 입력하고 OK
단어가 사전에 추가
단어가 가장 먼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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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지를 쓰려면 > 메시지 > 새 
택하고 옵션 > 언어 선택 > 한국

됩니다. 텍스트 입력 표시기 
,   또는  은 
드를 나타냅니다. /소문자
드와 숫자 모드 사이를 전환하
게 누릅니다.

쓰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택합니다.
 선택합니다.
택합니다.

음과 같이 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려면 *을 길게 
20

일반적 텍스트 입력과 제안 텍스트 입력의 공통 기능

숫자를 삽입하려면 숫자 키를 길게 누릅니다.
문장 부호와 특수 문자를 입력하려면 *를 길게 누릅니
다.
문자를 지우려면 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더 많은 문자
를 지우려면 지우기 키를 길게 누릅니다.

텍스트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
넣기
1. 옵션 > 편집 옵션 > 잘라내기 또는 복사를 선택합

니다. 
2. 잘라내거나 복사할 텍스트 시작 부분으로 스크롤

한 다음 시작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끝 부분으로 
스크롤한 다음 잘라내기 또는 복사를 선택합니다.

3. 텍스트를 다른 위치 또는 문서로 붙여 넣으려면 
새 위치 또는 문서로 스크롤한 다음 옵션 > 편집 
옵션 >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한국어 텍스트
예: 

한국어로 텍스트 메시
메시지 > 메시지를 선
어를 선택합니다.

  아이콘이 표시
옆의  ,  

/소문자 또는 숫자 모
를 변경하거나 문자 모
려면 #을 반복해서 길

예를 들어   를 

1. 2, 6을 눌러 를 선
2. 1, *, 9를 눌러 를
3. 8, 3을 눌러 를 선

  을 쓰려면 다

1. 8, *, 6, 6, *를 눌러 
2. 2, *, 3, 9를 눌러 
3. 5, *, *, 6, 2를 눌러 
목록에서 특수 문자를
누릅니다.

노키아

노
키
아

휴대 폰

휴
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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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텍 스 트  쓰 기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자음 쓰기: 모음 쓰기: 



텍 스 트  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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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영어 또는 숫자 입력으로 변경하려면 #을 
길게 누릅니다.

특수문지 입력 시 *을 길게 누르고 추가기호를 선택합
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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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시 지

 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락처에서 수신자를 선택하려
니다. 여러 명의 수신자는 세
니다.

메일 메시지의 제목을 입력하
 필드로 스크롤합니다. 멀티미
 필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필드를 선택하고 제목을 표
합니다.
드로 스크롤하고 메시지 내용

 때 메시지 길이 표시기는 메
는 문자 수를 보여 줍니다. 
트를 앞으로 10자를 더 입력

니다.
일 메시지에 이미지, 비디오 
과 같은 개체를 삽입하려면 

 콘텐츠 삽입을 선택합니다.
할 새 사운드 클립을 녹음하

니다. 이전에 녹음한 사운드 
옵션 > 사운드 클립 삽입 > 

.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메시지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전송하기 전에 필
요한 설정과 액세스 포인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설정
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작성 및 전송
강세나 기타 표시를 사용하는 문자 및 일부 언어 옵션
에서 사용되는 특수 문자는 일반 문자보다 더 많은 공
간을 차지하므로 단일 메시지에서 전송할 수 있는 문
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MMS 메시지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삽입한 사진이 제한 용량을 초과할 경우 기기
는 MMS에서 전송 가능하도록 사진 크기를 줄일 수 있
습니다.

호환 가능한 기능을 가진 기기에서만 멀티미디어 메
시지를 수신하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모양은 수신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 메시지 > 새 메시지를 선택하고 메시지 형식
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나 멀티미디어 메시
지를 작성하려면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형
식은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2. 수신 필드에 수신자의
입력합니다. 또는 연
면 스크롤 키를 누릅
미콜론(;)으로 구분합

3. 멀티미디어 또는 이
려면 아래쪽의 제목
디어 메시지의 제목
옵션 > 메시지 머리글
시한 다음 OK를 선택

4. 아래쪽의 메시지 필
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쓸
시지에 입력할 수 있
예를 들어 10 은  텍스
할 수 있음을 의미합
멀티미디어 또는 이메
클립, 메모 또는 명함
스크롤 키를 누르고
오디오 메시지에 사용
려면 녹음을 선택합
클립을 사용하려면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메 시 지

크 서비스)는 텍스트 메시지나 
소 등이 들어 있는 알림 기능입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메시지가 
는지 여부를 정의하려면 
설정 > 서비스 메시지를 선택합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

 사서함에 지정한 이름이 새 사
 6개의 사서함을 만들 수 있

 사서함

고 사서함을 선택합니다. 사서
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스)에 연결하려면 예를 선택하
일 메시지를 오프라인으로 보
니다.

하려면 옵션 > 연결을 선택합
 원격 사서함과의 데이터 연결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24

중요: 일부 첨부된 파일형식에 따라 네트
워크로부터 메시지가 전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여부는 해당 서비스 사업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옵션 > 전송을 선택합니다.

수신메시지
수신메시지 폴더는 받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읽으려면 > 메시지 > 수신 메시지
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포함된 미디어 개체의 목록을 
보려면 메시지를 열고 옵션 > 개체를 선택합니다.

기기에서는 통신사 로고, 명함, 달력/일정 항목 및 
벨소리와 같은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
니다. 특별한 메시지 내용은 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수신한 달력/일정 항목을 달력/일정에 
저장하려면 옵션 > 달력/일정에 저장을 선택합니다.

참고: 사진 메시지 기능은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진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는 호환되는 
기기에서만 사진 메시지를 수신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모양은 수신 기기에 따
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네트워
브라우저 서비스의 주
니다.

서비스 메시지를 사용
자동으로 다운로드되

> 메시지 > 옵션 > 
니다. 지원여부는 해당
기 바랍니다.

이메일
새 사서함을 만들면 이
서함을 체합니다. 최
습니다.

IMAP4 및 POP3
> 메시지를 선택하

함에 연결하시겠습니
사서함(네트워크 서비
고, 이전에 가져온 이메
려면 아니요를 선택합

나중에 사서함에 연결
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을 종료하려면 옵션 >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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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중인 메시지의 임시 저
시지 폴더에 액세스하려면 
지를 선택합니다.

하려면 메시지로 스크롤하
니다.

면 메시지로 스크롤하고 옵
니다.

 사서함의 메시지를 들으려
나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 옵
.

수신한 경우 수신 메시지를 들
에서 메시지 리더가 시작될 
 키를 길게 누릅니다.

는 기본 언어와 음성을 선택
성 속성을 조정하려면 > 설
.

을 선택하려면 음성에서 오
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메시지 가져오기 및 읽기

1. 옵션 > 이메일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새 메시지를 
가져올지, 선택한 메시지를 가져올지, 아니면 모
든 메시지를 가져올지를 선택합니다.

2. 이메일 메시지를 열려면 해당 메시지를 선택합니
다.
으로 표시된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려면 옵션 > 

첨부 파일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형식의 첨부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삭제

이메일 메시지를 기기에서 삭제하고 원격 사서함에 
보관하려면 옵션 > 삭제 > 폰 전용을 선택합니다. 이
메일 메시지를 기기와 원격 사서함 모두에서 삭제하
려면 옵션 > 삭제 > 폰 및 서버를 선택합니다.

기기와 서버 모두에서 이메일을 삭제한 작업을 취소
하려면 다음에 연결할 때 삭제하도록 표시한 이메일
로 스크롤하고 옵션 > 복원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사서함

> 메시지를 선택하고 동기화가 된 사서함을 선택
합니다.

기기를 원격 사서함과 동기화하려면 옵션 > 동기화 > 
시작을 선택합니다.

수신 메시지를 보려면 수신 메시지를 선택하고 메시
지를 선택합니다.

보낼메시지
보낼메시지 폴더는 전송
장 영역입니다. 보낼 메

> 메시지 > 보낼 메시

메시지 전송을 다시 시도
고 옵션 > 전송을 선택합

메시지 전송을 연기하려
션 > 전송 연기을 선택합

메시지 리더
수신 메시지 또는 이메일
면 메시지로 스크롤하거
션 > 듣기를 선택합니다

팁: 새 메시지를 
으려면 기 모드
때까지 왼쪽 선택

메시지를 읽는 데 사용되
하고 속도, 볼륨 등의 음
정 > 음성을 선택합니다

메시지 리더의 다른 설정
른쪽의 설정으로 스크롤



메 시 지

버 및 프로토콜 등의 연결 설정

 전송 시기와 서명 포함 여부 등
합니다.

올 메시지 부분과 가져올 메시
정을 정의합니다.

한 간격에 따라 또는 서버로부
할 때 자동으로 메시지를 가져
합니다.

시지를 발신함 폴더에 저장할
기 메모리에 저장할지 아니면 
지를 정의하려면 > 메시지 > 
 선택합니다.

한 활성화 명령과 같은 서비스 
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 

옵션 > 서비스 명령을 선택합니 
 옵션 > 전송을 선택합니다. 지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26

USIM 카드의 메시지 보기
USIM 메시지를 보려면 먼저 해당 메시지를 기기의 폴
더에 복사해야 합니다. > 메시지 > 옵션 > SIM 메시
지를 선택하고 복사할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 옵션 > 
복사를 선택하고 해당 메시지를 복사할 폴더를 선택
합니다. USIM 메시지보기에서 한글 메시지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메시지 설정

텍스트 메시지 설정

메시지 센터와 사용할 문자 인코딩 등의 텍스트 메시
지 설정을 정의하려면 > 메시지 > 옵션 > 설정 > 텍
스트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설정

사용되는 액세스 지점과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자동
으로 가져올지 여부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설정을 
정의하려면 > 메시지 > 옵션 > 설정 > 멀티 메시지
를 선택합니다.

이메일 설정

> 메시지 > 옵션 > 설정 > 이메일 > 사서함을 선택
하고 사서함을 선택한 후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연결 설정 - 사용할 서
을 정의합니다.
사용자 설정 - 메시지
의 사용자 설정을 정의

가져오기 설정 - 가져
지 수 등의 가져오기 설
자동 가져오기 - 설정
터 이메일 알림을 수신
오기 위한 설정을 정의

기타 설정

지정한 개수의 전송 메
지 여부와 메시지를 기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옵션 > 설정 > 기타를

서비스 명령
네트워크 서비스에 
명령(USSD 명령)을 입력
하려면 > 메시지 > 
다. 명령을 전송하려면
원여부는 해당 서비스
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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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에게 텍스트 또는 이메일 메
 연락처 그룹을 만들려면 

다. 오른쪽으로 스크롤하고 
니다. 그룹의 이름을 
. 옵션 > 구성원 추가를 선택
락처를 표시하고 OK를 선택

리 또는 비디오 벨소리를 설
에 벨소리를 추가하려면 

 연락처를 엽니다. 옵션 > 벨
를 선택합니다. 그룹에 벨소
의 그룹 목록으로 스크롤한 
크롤합니다. 옵션 > 벨소리
리를 선택합니다. 개인 또는 
면 기본음을 벨소리로 선택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연락처 정보 저장 및 관리
연락처 이름, 전화 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를 저
장하고 관리하려면 >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새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옵션 > 새 연락처를 선택합
니다. 원하는 필드에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를 선택합
니다.

기기에서 기기 메모리와 USIM 카드의 연락처를 연락
처 목록에 표시하도록 설정하려면 옵션 > 설정 > 표
시할 연락처를 선택하고 폰 메모리와 SIM 메모리를 
표시합니다.

USIM 카드의 이름과 번호를 기기에 복사하거나 그 반
로 복사하려면 연락처로 스크롤하거나 원하는 연

락처를 표시한 다음 옵션 > 복사 > 폰 메모리 또는 
SIM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연락처의 메모리 사용량에 한 정보를 보려면 옵
션 > 연락처 정보를 선택합니다.

연락처에 기본 번호 및 주소를 지정하려면 해당 연락
처를 선택하고 옵션 > 기본 번호를 선택합니다. 원하
는 기본 옵션으로 스크롤하고 지정을 선택합니다.

연락처 그룹
동시에 여러 명의 수신자
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 연락처를 선택합니
옵션 > 새 그룹을 선택합
입력하고 그룹을 엽니다
합니다. 그룹에 추가할 연
합니다.

벨소리 추가
각 연락처 및 그룹의 벨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연락처를 선택하고
소리를 선택하고 벨소리
리를 추가하려면 오른쪽
다음 연락처 그룹으로 스
를 선택하고 그룹의 벨소
그룹 벨소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위 치  지 정

 그 어떤 GPS도 사용해서는 안 
인하거나 탐색하는 데 GPS 수
워크의 위치 데이터에만 의존

패킷 데이터 연결을 통해 지원 
 사용되며, 기기가 위성으로부
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조건에 따라 통신망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와 서비스 관련 요금에 한 정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식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려
> 일반 설정 > 위치 지정 > 위
고 위치 지정 방식을 선택한 다
택합니다.

 서비스 사업자별 A-GPS 설정
GPS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미리 
원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에만 
버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28

위치 지정
국내 지도 및 네비게이션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도 및 GPS 데이터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찾거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GPS 연결이 필요합니
다.

GPS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
는 무선 탐색 시스템으로서 24개의 위성과 각 위성의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지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기에는 내부 GPS 수신기가 있습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
되며 이에 관한 정확성과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위치 데이터의 정확성은 미국 정
부에서 제작한 GPS 위성의 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
고 미국 국방성의 민간 GPS 정책 및 연방 무선 항법 계
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성은 위성의 
배치 상황에 따른 기하학적 오차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GPS 신호의 가용성과 품질은 사용자의 
위치, 건물, 자연 장애물, 기상 상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GPS 신호 수신을 위해 GPS 수신기는 야
외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 측정에는
됩니다. 또한 위치를 확
신기와 휴  무선 네트
해서는 안 됩니다. 

Assisted GPS
A-GPS(Assisted GPS)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터 신호를 수신할 때 사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통신망 가입
이 연결에 한 요금을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
보는 서비스 사업자에

A-GPS 등의 위치 지정
면 > 설정 > 폰 설정
치 지정 방식을 선택하
음 설정 또는 해제를 선

본 기기는 사용 가능한
이 없는 경우 Nokia A-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
Nokia A-GPS 서비스 서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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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지 정

 쥐는 방법

 기기를 똑바로 세운 위치에
도 기울입니다.

에서 몇 초 정도가 걸릴 수 
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

"을 참조하십시오.

 기기 배터리가 더 빠르게 소

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

호가 잘 잡히도록 실외로 나

 더 트여 있는 곳으로 이동합

신기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호 강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

는 옅은 색의 비열전도성 창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A-GPS를 사용하려면 패킷 데이터 인터넷 액세스 지
점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A-GPS를 처음으로 사
용할 때 인터넷 액세스 지점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액세스 지점을 정의하려면 29페이지의 "위치 
지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GPS 연결 설정

위치 지정 설정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 > 위치 지정을 선택
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위치 지정 방식 - 여러 가지 위치 지정 방식을 설정하
거나 해제합니다.
위치 지정 서버 - 위치 지정 서버 설정을 편집합니다. 
위치 지정 서버와의 자동 연결을 허용할지, 매번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위치 지정 서버에 연결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려면 위치 지정 서버 사용을 선택합
니다. A-GPS에 한 액세스 포인트를 정의하려면 액
세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패킷 데이터 인터넷 액세
스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GPS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할 서버를 정의하려면 서버 주소를 선택합니다.
표기법 기본 설정 - 단위 시스템 및 좌표 형식을 정의
합니다.

기기를 올바르게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
서 하늘을 향해 45도 정

GPS 연결 설정에는 2초
있으며 차량 내에서는 그
다. 9페이지의 "GPS 조명

GPS 수신기를 사용하면
모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위성 신호를 찾
항을 고려하십시오.
• 실내에 있는 경우 신

갑니다.
• 실외에 있는 경우 좀

니다.
• 손으로 기기의 GPS 수

확인합니다.
• 날씨가 나쁜 경우 신

습니다.
• 일부 차량에서 사용하

은 위성 신호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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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교통 정보와 같은 추가 서
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인터넷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도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됩니다. 기기에서 사용되
의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의 
조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위치 
 GPS나 호환되는 외부 GPS 수신

비게이터 키를 누릅니다.

 경우 현재 위치의 지도 정보를 
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해야 
 기본 액세스 포인트를 변경하

정 > 인터넷 > 네트워크 대상을 

트워크에 기기가 등록될 때 메
> 도구 > 설정 > 인터넷 > 로밍 
니다. 자세한 정보 및 로밍 요금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

위성 신호 상태

기기에서 찾은 위성 수와 기기가 위성 신호를 수신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Application > GPS 
데이터 > 위치 > 옵션 > 위성 상태를 선택합니다.

기기가 위성을 찾은 경우 각 위성에 한 막 가 위성 
정보 보기에 표시됩니다. 기기에서 위성 신호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받아 현재 위치를 계산한 경우 이 막

는 진한 파란 색으로 변합니다.

지도
지도 범위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역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지도는 
사용할 수 없지만 Map Loader를 사용하여 세계 지도
를 다운로드하고 한국 이외의 국가를 보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  범위 내에서 
Nokia는 지도의 가용성, 정확성 또는 업데이트와 관련
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지도

지도 기능을 사용하면 지도 상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
하고, 다양한 도시 및 국가의 지도를 찾고, 음성 안내
로 목적지를 탐색하고, 필요한 주소 및 다른 지점을 
검색하고,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의 경로를 계획
하고, 위치를 경계표로 저장하여 호환 기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행 안내
비스를 구입할 수도 있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Nokia Map Loader PC 소
을 통해 더 많은 지도를
세한 내용은 33의 "지

지도 기능에는 GPS가 
는 위치 지정 방식을 정
"위치 지정 설정"을 참
정보를 얻으려면 내부
기를 사용합니다.

지도 탐색

지도를 시작하려면 내

지도를 처음 사용하는
다운로드하기 위해 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려면 옵션 > 도구 > 설
선택합니다.

홈 네트워크 이외의 네
모를 수신하려면 옵션
경고 > 켜기을 선택합
은 해당 서비스 사업자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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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도는 기기 메모리나 호환되

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저

이 있습니다.

 보정해야 합니다. 자기장, 큰 
부 환경이나 슬라이드를 열고 
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

침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반을 보정하려면 이 원이 녹색
속 움직여 모든 축을 따라 기

 회전할 때 기기 화면이 잠시 
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데이터 전송 표시기는 사용된 인터넷 연결 및 애플리
케이션이 시작된 이후 전송된 데이터 양을 표시합니
다.

부분의 디지털 지도는 그 정확성과 완성도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본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도에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지도를 열면 마지막 세션에서 저장된 위치나 사용자 
국가의 수도가 표시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위
치의 지도가 다운로드됩니다.

GPS 연결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용자 위
치를 확 하려면 내비게이터 키를 누르거나 옵션 > 
내 위치를 선택합니다.

GPS 표시기( )는 위성 신호의 가용성 및 강
도를 표시합니다. 하나의 막 가 하나의 위성을 표시
합니다. 기기가 위성으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수신
하여 GPS 연결을 설정한 경우 이 막 는 녹색으로 변
합니다. 기기는 적어도 네 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초기 계산 후에는 
세 개의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
다.

확 하거나 축소하려면 * 또는 #을 누릅니다. 지도에
서 이동하려면 스크롤 키를 사용합니다. 이미 다운로
드한 지도에 없는 영역으로 스크롤할 경우 새 지도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33페이지의 "지도 다운로
드"를 참조하십시오. 지도는 무료이지만 지도를 다운
로드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

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될
요금에 한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는 메모리 카드(삽입되
장됩니다.

나침반

본 기기에는 자석 나침반

나침반은 항상 올바르게
금속 물체 및 그 밖의 외
닫는 동작으로 인해 나침
습니다. 따라서 기기 나

나침반을 사용
하도록 설정하
고 현재 위치를 
찾으려면 내비
게이터 키를 누
릅니다. 나침반 
주위의 원이 빨
간색인 경우 나
침반이 보정되
지 않은 것입니다. 나침
이 될 때까지 손목을 계
기를 회전합니다. 기기를
땅 쪽을 향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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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 검색 > 장소 > 숙박 시설
로 호텔을 찾으려면 이름을 입
하고, 호텔을 찾아보려면 범주 
합니다.

를 찾으려면 옵션 > 검색 > 주
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송

려면 스크롤 키를 누르고 내 장
다.

로 전송하려면 스크롤 키를 누
니다. 위치를 텍스트 메시지로 
 일반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기

 경로를 보려면 옵션 > 즐겨찾
를 선택합니다. 랜드마크에 저
 표시됩니다.

를 확인하려면 옵션 > 즐겨찾
다.

을 만들려면 옵션 > 즐겨찾기 >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모음의 
음에 위치를 추가하려면 내 장
롤하여 스크롤 키를 누른 다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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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노란 색인 경우 보정 정확도가 낮으므로 기기를 
계속 회전해야 합니다. 나침반이 설정되어 있고 나침
반 주위의 원이 녹색인 경우 지도 보기는 기기의 위쪽
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회전됩니다.

나침반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 옵션 > 도구 > 나침
반 켜기 또는 나침반 끄기를 선택합니다. 나침반이 해
제되어 있고 나침반 주위의 원이 흰색인 경우에는 지
도 보기가 자동으로 회전되지 않습니다.

위치 찾기

지도에 표시된 도시나 지역의 한 위치를 찾으려면 검
색 필드에 해당 위치의 전체 또는 일부 주소를 입력하
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다른 도시의 위치를 찾으려면 
도시를 입력하고 전체 또는 일부 주소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선택합니다. 가능한 경우 도시명은 해당 지역
의 언어나 영어로 씁니다.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소의 처음 세 문자만 입력합니다. 다른 국가의 도시
를 찾으려면 영어로 국가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거나 
세 자로 된 ISO 국가 코드 및 도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코드를 사용하여 London을 찾으려면 GBR 
London을 입력하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특정 주소를 찾으려면 옵션 > 검색 > 주소를 선택합
니다. 국가/지역 *과 구/군/시 또는 우편 번호는 필수
입니다.

현재 지역의 특정 장소 및 명소를 검색하려면 옵션 > 
검색 > 장소를 선택하고 범주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

어 호텔을 찾으려면 옵
을 선택합니다. 이름으
력한 다음 검색을 선택
또는 모두 검색을 선택

연락처에 저장된 주소
소 > 옵션 > 연락처에

위치 저장 및 전
위치를 기기에 저장하
소에 추가를 선택합니

위치를 호환되는 기기
르고 보내기을 선택합
보낼 경우 해당 정보는

저장된 항목 보
기기에 저장한 위치나
기 > 내 장소 또는 경로
장된 위치는 내 장소에

지도에서 검색한 위치
기 > 기록를 선택합니

즐겨찾는 장소의 모음
컬렉션 > 새 컬렉션을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
소를 열고 위치로 스크
추가 > 대상 컬렉션를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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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사용하므로 Nokia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지도 애
 지도를 탐색해야 합니다.

되는 PC에 설치하려면 
방문한 후 화면에 표시되는 

선스 활성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려면 인터넷 액세스 포인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온라인
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업자

을 부과합니다.

를 구입하려면 옵션 > 추가 > 
를 선택합니다.

> 추가 > 내 라이선스를 선

에서 위치를 선택하거나 위
를 누른 다음 경로에 추가를 

추가하려면 옵션 > 경로 지점 
 검색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지도 다운로드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지도를 탐색할 때 이미 다운
로드한 지도에 없는 영역으로 스크롤하면 새 지도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데이터 카운터(kB)는 지도
를 탐색하거나 경로를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위치를 
검색할 때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나타냅니다.

지도를 다운로드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
크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데이터 전
송 요금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홈 네트워크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에 지도의 자동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면 옵션 > 도구 > 설정 > 인터
넷 >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전환 > 아니요를 선택합
니다.

사용할 메모리와 지도 또는 음성 안내 파일을 저장하
는 데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정의하려면 옵션 > 도
구 > 설정 > 지도 > 사용할 메모리 및 최대 메모리 사
용을 선택합니다. 메모리가 가득 차면 가장 오래된 지
도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Nokia Map Loader PC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저장된 지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Nokia Map Loader
Nokia Map Loader는 인터넷에서 지도와 추가 서비스
를 다운로드하여 호환되는 메모리 카드에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PC 소프트웨어입니다. Nokia Map 

Loader는 지도 사용 기록
Map Loader를 사용하기
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Nokia Map Loader를 호환
http://maps.nokia.com을 
지침을 따르십시오.

네비게이션 라이

국내 지도 및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기능을 사용
트(네트워크 서비스)을
으로 구입한 다음 활성화
는 이 연결에 한 요금

새 네비게이션 라이선스
운전 및 보행 또는 보행

라이선스를 보려면 옵션
택합니다.

경로 계획

경로를 계획하려면 지도
치를 검색하고 스크롤 키
선택합니다.

경로에 더 많은 위치를 
추가를 선택하고 위치를

http://maps.nok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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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련 서비스는 Nokia와는 별개의 
. 정보의 정확성과 완성도는 어
며 상황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

앞서 말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
니다.

드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양의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데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다.

스는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하는 추가 서비스입니다. 해
용할 수 있는 경우 이 서비스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선스를 구입하려면 옵션 > 
택합니다.

를 보려면 옵션 > 교통 정보를 
통 상황이 삼각형과 선으로 지

션을 포함하여 교통 상황에 
 해당 상황을 선택하고 옵션 > 
34

경로를 편집하려면 스크롤 키를 누르고 경로 편집을 
선택합니다.

경로에 한 설정을 정의하려면 옵션 > 설정을 선택
합니다.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려면 옵션 > 경로 표시를 선택
합니다.

차량 또는 도보로 목적지까지 탐색하려면 옵션 > 운
전 시작 또는 보행 시작을 선택합니다.

경로를 저장하려면 옵션 > 경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목적지 탐색

탐색을 시작하려면 위치를 선택하고 스크롤 키를 누
른 다음 여기로 운전 또는 여기로 보행를 선택합니다.

차량 탐색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기에서 음성 
안내의 언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나
중에 언어를 변경하려면 지도 기본 보기에서 옵션 > 
도구 > 설정 > 내비게이션 > 음성 안내를 선택합니다
. 도보용 탐색에는 음성 안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탐색 중 다른 지도 보기로 전환하려면 스크롤 키를 누
르고 작전도, 조감도 또는 화살표 보기를 선택합니다.

만든 경로를 삭제하고 다른 경로를 사용하려면 
옵션 > 다른 경로를 선택합니다.

탐색을 중지하려면 옵션 > 중지를 선택합니다.

지도의 추가 서
교통 및 안내 정보와 관
타사에서 제공합니다
느 정도 떨어질 수 있으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

추가 서비스를 다운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이터 전송 요금에 한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교통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
상황에 한 정보를 제
당 국가나 지역에서 사
구입하여 기기에 다운

교통 정보 서비스의 라
추가 > 교통 정보를 선

교통 상황에 한 정보
선택합니다. 그러면 교
도에 표시됩니다.

가능한 경로 재지정 옵
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열기를 선택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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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추가하려면 랜드마크
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랜드
택합니다.

마크를 호환되는 기기로 전
 선택합니다. 수신된 랜드마
 배치됩니다.

적지까지의 경로 안내 정보, 
 거리 및 여행 시간과 같은 여
계되었습니다.

른 위치 관련 정보를 추출하
나 위치 관련 정보를 국외로 

노키아가 허가하지 않은 제3
아 장치에 노키아 허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상과 
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

작합니다. > Application > 
택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교통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교통 정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여행 안내서

여행 안내를 구입하고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한 
여행 안내를 보려면 옵션 > 추가 > 안내선를 선택합
니다.

여행 안내 범주를 탐색하려면 범주를 선택합니다. 하
위 범주가 있는 경우 하위 범주를 선택합니다.

기기에 새 안내를 다운로드하려면 원하는 안내로 스
크롤하고 예를 선택합니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지
원하는 경우 신용 카드를 통해 안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 랜드마크를 선택합니다. 랜드마크를 사용하면 

기기에 특정 위치의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랜드마크는 GPS 데이터 및 지도 등의 호환되
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경
우 저장된 랜드마크는 내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새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옵션 > 새 랜드마크를 선택
합니다. 현재 위치에 한 위치 요청을 하려면 현재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치 정보를 직접 입력하려면 직
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사전 설정 범주에 랜드마
를 선택하고 옵션 > 분류
마크를 추가할 범주를 선

하나또는 여러개의 랜드
송하려면 옵션 > 전송을
크는 메시지의 수신함에

GPS 데이터
GPS 데이터는 선택한 목
목적지까지의 략적인
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

중요: 좌표나 다
거나 이러한 좌표
반출할 의도로 
자의 장치로 노키
연결하거나 기타
은 한민국 법
같은 행위에 
내에서 노키아는
다.

경로 안내

실외에서 경로 안내를 시
GPS 데이터 > 탐색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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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안내에는 목적지까지의 직선 경로와 직선으로 
측정된 최단 거리가 표시됩니다. 경로에서 건물 및 자
연 장애물과 같은 장애물은 무시됩니다. 거리 계산 시 
고도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경로 안내는 이동
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주행 목적지를 설정하려면 옵션 > 목적지 설정을 선
택하고 목적지로 경계표를 선택합니다. 목적지를 지
우려면 탐색 중지를 선택합니다.

위치

현재 위치를 경계표로 저장하려면 > Application > 
GPS 데이터 > 위치 > 옵션 > 위치 저장을 선택합니다.

주행거리계

주행 거리 계산을 설정하려면 > Application > GPS 
데이터 > 주행 거리 > 옵션 > 시작을 선택합니다. 주
행 거리 계산을 해제하려면 옵션 > 중지를 선택합니
다. 계산된 값은 화면에 계속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 및 시간과 평균 및 최  속도를 0으로 설정
하고 계산을 새로 시작하려면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주행기록계와 총 시간을 0으로 설정하려면 다시 시
작을 선택합니다.

주행거리계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올림 오
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GPS 신호의 품질
과 가용성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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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려면 동영상을 선
니다. 그런 다음 옵션 > 비디
합니다. 연락처에 비디오 클
에 지정을 선택합니다.

운로드하려면 > 갤러리 > 
택하고 이미지 아이콘(다운

콘(다운로드)을 선택합니다. 
로드할 사이트의 즐겨찾기

면 이미지로 스크롤하고 열

 모음을 열려면 스크롤 키를 

하거나 축소하려면 * 또는 #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갤러리

기본 보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트랙, 사운드 클립, 재생 목록, 스
트리밍 링크, .ram 파일 및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고 
구성하려면 >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기기 메모리나 메모리 카드에 복사 또는 이동
하려면 이미지 등의 폴더를 선택한 다음, 파일로 스크
롤하거나 #을 누른상태에서 스크롤을 눌러 몇 개의 
파일을 표시하고, 옵션 > 구성을 선택하고, 파일을 복
사하거나 이동할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및 동영상 폴더를 새로 만들려면 이미지 또는 
동영상 > 옵션 > 구성 > 새 폴더를 선택하고 메모리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만든 폴더로 이미지 및 동영상을 이동하려면 파일을 
표시하고 옵션 > 구성 > 폴더로 이동을 선택한 다음 
해당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배경 무늬 또는 통화 중에 표시할 이미지로 
설정하려면 이미지를 선택하고 해당 이미지로 스크
롤합니다. 그런 다음 옵션 > 이미지 사용 > 배경 무늬
로 설정 또는 통화 이미지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연락
처에 이미지를 지정하려면 연락처에 지정을 선택합
니다.

동영상을 비디오 벨소리
택하고 비디오를 선택합
오 사용 > 벨소리를 선택
립을 지정하려면 연락처

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다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선
로드) 또는 비디오 아이
브라우저가 열리면 다운
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보기
갤러리의 이미지를 보려
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보는 중에 도구
누릅니다.

이미지를 보는 중에 확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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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PictBridge 호환 프린터와 기
습니다.

쇄하려면 이미지로 스크롤하
합니다.

이션을 사용하여 캡처한 이미
는 온라인 앨범, 웹 로그 또는 
 온라인 공유 서비스에서 공유
를 업로드하고, 완성되지 않은 
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계속하

 있습니다. 지원되는 콘텐츠 형
스 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라인으로 공유하려면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
 웹 페이지에서 이러한 서비스
. 자세한 정보와 해당 약관 및 
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선택합니다. 서비스 사업자 목
 옵션 > 새 계정 추가 > 서비스 
다. 온라인 공유 서비스 사업자
여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38

이미지 편집
갤러리에서 이미지 편집기를 열려면 이미지로 스크
롤하고 옵션 > 편집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전체 화면으로 보고 일반적인 보기로 돌아
가려면 *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  방향으로 회전하
려면 3 또는 1을 누릅니다.
확 하거나 축소하려면 5 또는 0을 누릅니다.
확 /축소한 이미지에서 이동하려면 위, 아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합니다.
이미지를 자르거나 회전하고, 밝기, 색, 비 및 해상
도를 조정하고, 이미지에 효과, 텍스트, 클립 아트 또
는 프레임을 추가하려면 옵션 > 효과 적용을 선택합
니다.

동영상 편집
갤러리의 동영상을 편집하고 사용자 지정 동영상을 
만들려면 동영상으로 스크롤하고 옵션 > 비디오 편
집기 > 옵션 > 동영상 편집을 선택합니다.

비디오 편집기에는 동영상 시간 표시줄과 사운드 클
립 시간 표시줄이라는 두 개의 시간 표시줄이 표시됩
니다. 동영상에 추가된 이미지, 텍스트 및 전환은 
동영상 시간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시간 표시줄을 
전환하려면 위 또는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이미지 인쇄
USB 케이블을 사용하
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

갤러리의 이미지를 인
고 옵션 > 인쇄를 선택

온라인 공유
온라인 공유 애플리케
지 및 동영상을 호환되
웹 상의 호환되는 기타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게시물을 임시 보관함
고, 앨범 내용을 볼 수
식은 온라인 공유 서비

이미지 및 동영상을 온
이미지 공유 서비스에
으로 서비스 사업자의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해당 서비스 사
다.

> 인터넷 > 공유를 
록을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
에 따라 기기를 사용하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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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결하고 업로드한 앨범과 임시 
우저에서 봅니다. 보기는 서
니다.

함의 항목을 보고 편집한 후 

듭니다.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다릅니

하려면 > 인터넷 > 공유 > 
 다음 항목에서 해당하는 작

 사업자의 목록을 

려면 옵션 > 새 계정 추가를 
 편집하려면 계정을 선택하
니다. 계정의 이름과 계정의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면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크기
스트 항목에 사용되는 글꼴 크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도 있습니다. 39페이지의 "온라인 공유 설정"을 참조
하십시오.

파일 업로드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 갤러리 > 이미지 또는 동영
상을 선택합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표시하고 옵션 > 
전송 > 웹에 게시를 선택한 다음 공유 서비스를 선택
합니다.

서비스를 선택하면 선택한 이미지와 동영상이 편집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열어 보거나
, 다시 구성하거나,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새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 업로드 과정을 취소하고 만든 게시물을 임시 보관
함에 저장하려면 취소 > 임시 보관함에 저장을 선택
합니다.

서비스에 연결하고 파일을 웹에 업로드하려면 옵
션 > 웹에 게시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열기

온라인 서비스의 업로드한 이미지 및 비디오 클립과 
기기의 임시 보관함 및 전송 항목을 보려면 > 인터
넷 > 공유를 선택합니다.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서비스로 스크롤하고 옵션 > 서비스 업데이트를 선
택합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이동:  웹 - 서비스에 연
보관함의 앨범을 웹 브라
비스 사업자에 따라 다릅

보낼 메시지 - 임시 보관
웹에 업로드합니다.

새 게시물 - 새 항목을 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

온라인 공유 설정

온라인 공유 설정을 편집
옵션 > 설정을 선택하고
업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사업자 - 서비스
표시합니다.
내 계정 - 새 계정을 만들
선택합니다. 기존 계정을
고 옵션 > 편집을 선택합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애플리케이션 설정 - 화
와 임시 보관함 또는 텍
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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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기본 액세스 포인트와 서버에서 새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간격을 선택합니다. 로밍하는 동안 콘
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설정하거나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게시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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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카메라 키를 반 정도 

 카메라 키를 완전히 누릅니

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르고 
크롤를 눌러 도구 모음을 연 

.
면 위나 아래쪽 스크롤를 

 캡처를 선택합니다.

 > 종료를 선택합니다.
는 경우 카메라가 종료됩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카메라
본 기기에는 스틸 이미지를 캡처하고 동영상을 녹화
하는 두 카메라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기본 카메
라는 가로 모드를 사용하며 기기 뒷면에 있고, 해상도
가 낮은 보조 카메라는 세로 모드를 사용하며 앞면에 
있습니다.

본 기기는 2048x1536 픽셀의 이미지 캡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본 설명서 내의 이미지 해상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해서는 플래시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플래시를 가
리지 마십시오.

이미지와 동영상을 멀티미디어 메시지에서 전송하
거나,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하거나, Bluetooth 연결
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환되는 온라
인 앨범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38페이지의 "온
라인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캡처
기본 카메라

1. 카메라를 활성화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릅니다.
2. 확 하거나 축소하려면 볼륨 키를 누릅니다.

3. 물체에 초점을 고정
누릅니다.

이미지를 캡처하려면
다.

보조 카메라

1. 보조 카메라를 활성화
왼쪽이나 오른쪽 스
다음 을 선택합니다

2. 확 하거나 축소하려
누릅니다.

3. 이미지를 캡처하려면

카메라 종료

카메라를 닫으려면 옵션

카메라에서 갤러리를 여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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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캡처
마 모드를 활성화하려면왼쪽
 눌러 도구 모음을 활성화하고 

를 시작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
나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입
 카메라가 파노라마 이미지를 

. 파인더의 화살표가 빨간색이 
고 있는 것이며 이미지가 흐려
 방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려면 카메라 키를 누릅니다.
42

동영상 녹화
1. 기본 카메라를 활성화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릅니

다. 보조 카메라를 활성화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
르고왼쪽이나 오른쪽 스크롤를 눌러 도구 모음을 
열고 을 선택합니다. 카메라가 이미지 모드( )
에 있으면 왼쪽이나 오른쪽 스크롤를 눌러 도구 
모음을 열고 을 선택합니다.

2. 기본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
릅니다. 보조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하려면 녹화를 
선택합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알림
음이 울립니다.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사체를 확 하거나 축
소하려면 볼륨 키를 누르거나 보조 카메라인 경우
에는 볼륨키나 위나 아래 스크롤키를 이용합니다.

3. 동영상 녹화 시 기본 카메라로 녹화를 중지하려면 
카메라 키를 누릅니다. 보조 카메라로 녹화를 중
지하려면 중지를 선택합니다. 동영상이 갤러리의 
비디오 클립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37페이지의 "갤러리"를 참조하십시오. 동영상의 
최  길이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따라 달라집
니다.

녹화를 언제든지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중지를 선택
합니다. 녹화가 일시 중지된 경우 1분 안에 키를 누르
지 않으면 비디오 녹화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녹화
를 다시 시작하려면 계속을 선택합니다.

파노라마 이미
기본 카메라로 파노라
이나 오른쪽 스크롤를

을 선택합니다.

파노라마 이미지 캡처
르고 카메라를 왼쪽이
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캡처하여 표시합니다
되면 너무 빨리 움직이
집니다. 움직이는 동안
이미지 캡처를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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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키를 오른쪽이나 왼

쪽으로 스크롤합니다. 노래
으로 돌아오려면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노래나 팟캐스
 다시 왼쪽으로 스크롤합니

 키를 사용합니다.

레이어를 백그라운드에 두
. 선택된 기 모드 테마에 

래가 표시됩니다. 뮤직 플레이
생 중인 노래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음악 메뉴에 사
시됩니다. 모든 노래, 정렬된 
보려면 음악 메뉴에서 원하는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

뮤직 플레이어
경고: 음악은 적당한 볼륨 수준으로 들으십시
오. 높은 볼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사용 중일 때
는 기기를 귀 가까이에 지 마십시오. 볼륨
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필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음악 및 팟캐
스트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7페이지의 "오프
라인 프로필"을 참조하십시오.

저작권 보호에 한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의 "라이
센스"를 참조하십시오.

음악 또는 팟캐스트 에피소드 듣기

1. > Application > 뮤직를 선택합니다.
2. 전체 목록 또는 팟캐스트와 같은 범주 > 모든 에피

소드를 선택하고 노래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선
택합니다.

3. 선택된 파일을 재생하려면 스크롤 키를 누릅니다.
일시 중지하려면 스크롤 키를 누릅니다. 재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스크롤 키를 다시 누릅니다.

4. 재생을 중지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빨리 감거나 되감으려면
쪽으로 길게 누릅니다.

앞으로 이동하려면 오른
나 팟캐스트의 시작 부분
스크롤합니다.

이전 노래나 팟캐스트로
트가 시작된 후 2초 안에
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볼륨

기 모드로 돌아오고 플
려면 종료 키를 누릅니다
따라 현재 재생 중인 노
어로 돌아오려면 현재 재

음악 메뉴

> Application > 뮤직를
용할 수 있는 음악이 표
노래 또는 재생 목록을 
목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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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생되고, 그렇지 않으면 
.

 음악을 온라인 뮤직 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한 후 라이브러리를 
pplication > 뮤직 > 옵션 > 라이
택합니다.

 음악을 동기화하려면 호환되
하고 연결 모드로 미디어 전송
M으로 보호되는 음악 파일은 
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호환
기에 삽입해야 합니다.

ia Music Manager를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팅
케이션(네트워크 서비스)을 사
색 및 구독하고 무선으로 다운
에서 오디오 팟캐스트를 재생,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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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목록

> Application > 뮤직 >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재
생 목록에 한 정보를 보려면 재생 목록으로 스크롤
하고 옵션 > 재생 목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재생 목록 만들기

1. 옵션 > 새 재생 목록를 선택합니다.
2. 재생 목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선택합니다. 
3. 지금 노래를 추가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나중에 

노래를 추가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4. 재생 목록에 포함할 노래를 찾으려면 음악가를 선

택합니다. 노래를 추가하려면 스크롤 키를 누릅니
다.

5. 선택을 마쳤으면 완료를 선택합니다. 호환되는 메
모리 카드를 삽입하면 재생 목록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나중에 노래를 더 추가하려면 재생 목록을 볼 때 
옵션 > 노래 추가를 선택합니다.

팟캐스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보려면 > Application > 뮤직 > 팟캐스트 > 모든 에
피소드를 선택합니다.

팟캐스트 에피소드에는 재생되지 않음, 부분적으로 
재생됨 및 완전히 재생됨이라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
니다. 에피소드가 부분적으로 재생되면 다음에 재생

될 때 마지막 재생 위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음악 전송

WMDRM으로 보호되는
구입하고 기기에 전송

기기에서 노래 선택을
새로 고치려면 > A
브러리새로고침을 선

PC에서 음악 전송

Windows Media Player와
는 USB 케이블을 연결
을 선택합니다. WMDR
미디어 전송을 사용해
되는 메모리 카드를 기

Nokia PC Suite에서 Nok
Nokia PC Suite 사용자 

Nokia 팟캐스
Nokia 팟캐스팅 애플리
용하여 팟캐스트를 검
로드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 및 공유할 수 있습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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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도록 검색 엔진을 
ation > 팟캐스팅 > 옵션 > 설

 URL을 선택합니다.

 > Application > 팟캐스
워드나 제목을 입력합니다.

트에 추가하려면 옵션 > 
을 모두 동시에 추가하기 위

있습니다.

캐스트 에피소드를 찾는 데 
는 팟캐스트의 특정 미디어 

스팅 > 디렉토리를 선택합니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디렉토

. 폴더 아이콘의 색이 변경되
 폴더 항목을 선택하여 팟캐
다.

 제목을 선택합니다. 팟캐스
 후 팟캐스트 메뉴에서 팟캐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경고: 음악은 적당한 볼륨 수준으로 들으십시
오. 높은 볼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사용 중일 때
는 기기를 귀 가까이에 지 마십시오. 볼륨
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설정

Nokia 팟캐스팅을 사용하려면 연결을 설정하고 설정
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팟캐스트를 검색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면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양
의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데이터 전송 요금에 한 정
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pplication > 팟캐스팅 > 옵션 > 설정을 선택하
고 다음 항목에서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연결 > 기본 액세스 포인트 - 인터넷 연결을 정의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검색을 위해 팟캐스트 
검색 서비스를 정의하려면 검색 서비스 URL을 선택
합니다.

다운로드 - 다운로드 설정을 편집합니다. 기기나 메
모리 카드에 팟캐스트를 저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팟캐스트 업데이트 빈도, 다음 자동 업데이트
의 날짜 및 시간, 팟캐스트에 사용할 메모리 공간 크
기 및 다운로드가 다운로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수
행할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팟캐스트 검색 서비스를
설정하려면 > Applic
정 > 연결 > 검색 서비스

팟캐스트를 검색하려면
팅 > 검색을 선택하고 키

채널을 구독하고 팟캐스
구독을 선택합니다. 채널
해 채널을 표시할 수도 

디렉토리

디렉토리는 구독할 새 팟
도움이 됩니다. 에피소드
파일입니다.

> Application > 팟캐
다. 팟캐스트(네트워크 
리리 폴더를 선택합니다
면 폴더를 선택하여 열고
스트의 목록을 표시합니

팟캐스트를 구독하려면
트의 에피소드를 구독한
스트를 다운로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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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는 음악 라이브러리가 
레이어의 팟캐스트 폴더에 저

및 관리

드를 표시하려면 팟캐스트를 
래에서 파일 정보를 볼 수 있

피소드를 재생하려면 > 
캐스트를 선택합니다.

시된 팟캐스트를 업데이트하
해 옵션 > 업데이트를 선택합

하여 새 팟캐스트를 추가하려
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팟캐스
 편집을 선택합니다.

룹을 한 번에 업데이트, 삭제 및 
시/표시 해제를 선택하고 팟캐
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작업을 

비스)의 웹 사이트를 열려면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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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디렉토리나 폴더를 추가하려면 옵션 > 새로 만들
기 > 웹 디렉토리 또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제목, 
.opml(outline processor markup language) 파일의 URL 및 
완료를 선택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opml 파일을 가져오려면 옵션 > OPML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파일의 위치를 선택하
고 파일을 가져옵니다.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여 .opml 파일과 함께 메시지
를 수신하면 파일을 열고 디렉토리의 수신됨 폴더에 
저장합니다. 폴더를 열고 팟캐스트에 추가할 링크를 
구독합니다.

다운로드

구독한 팟캐스트를 보려면 > Application > 팟캐스
팅 > 팟캐스트를 선택합니다. 개별 에피소드 제목을 
보려면 팟캐스트 제목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를 시작하려면 에피소드 제목을 선택합니
다. 선택되었거나 표시된 에피소드를 다운로드하거
나 다운로드를 계속하려면 옵션 > 다운로드 또는 다
운로드 계속을 선택합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동시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중이나 부분 다운로드 후 팟캐스트의 일부
를 재생하려면 팟캐스트를 선택하고 해당 팟캐스트
를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할 에피소드로 스크롤하고 
옵션 > 미리 보기 재생를 선택합니다.

완전히 다운로드된 팟
새로 고쳐지면 뮤직 플
장됩니다.

팟캐스트 재생 
팟캐스트에서 에피소
엽니다. 각 에피소드 아
습니다.

완전히 다운로드된 에
Application > 뮤직 > 팟

선택된 팟캐스트나 표
려면 새 에피소드에 
니다.

팟캐스트의 URL을 입력
면 옵션 > 새 팟캐스트
트의 URL을 편집하려면

선택된 팟캐스트의 그
전송하려면 옵션 > 표
스트를 표시한 다음 옵
선택합니다.

팟캐스트(네트워크 서
옵션 > 웹 페이지 열기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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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저장

검색을 시작하려면 위나 아래
 찾았을 때 저장하려면 
택합니다. 주파수의 위치를 
 다음 OK를 선택합니다.

 보려면 옵션 > 주파수를 선
을 변경하려면 주파수를 선
다.

 키를 누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스크
전 주파수로 이동할 수 있습

를 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음소거됩니다.

 듣고 기 모드로 이동하려
 재생을 선택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일부 팟캐스트에서는 의견을 제공하고 투표하여 생
성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옵션 > 의견 보기를 선택합니
다.

라디오
라디오를 켜려면 > Application > Radio를 선택합니
다. 라디오를 끄려면 종료를 선택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사용 가능성과 가격은 해당 서비
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 라디오는 무선 기기 안테나를 제외한 다른 안테나
를 통해 수신됩니다. FM 라디오가 제 로 작동하려면 
호환되는 헤드셋이나 액세서리를 기기에 장착해야 
합니다.

경고: 음악은 적당한 볼륨 수준으로 들으십시
오. 높은 볼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사용 중일 때
는 기기를 귀 가까이에 지 마십시오. 볼륨
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조
라디오를 켤 때 주파수 
로 스크롤합니다. 주파수
옵션 > 주파수 저장을 선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한

저장된 주파수의 목록을
택합니다. 주파수의 설정
택하고 편집을 선택합니

라디오 기능

볼륨을 조정하려면 볼륨

저장된 주파수가 있으면
롤하여 다음 주파수나 이
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전화
통화 중일 때는 라디오가

백그라운드로 라디오를
면 옵션 > 백그라운드로



미 디 어

여 음성 통화 화와 음성 메모
. 전화 화를 녹음하는 경우 
람이 녹음 중에 삐- 소리를 듣

기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클립
 녹음을 선택하거나 을 선택
면 을 선택합니다. 녹음된 
드 클립 폴더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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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Player
RealPlayer를 사용하여 기기 메모리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거나 스
트리밍 링크를 열어 무선으로 미디어 파일을 스트리
밍할 수 있습니다. RealPlayer는 일부 파일 형식이나 파
일 형식의 일부 변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pplication > RealPlayer를 선택합니다. 재생하려
면 
동영상, 스트리밍 링크 또는 최근 재생 항목을 선택하
고 미디어 파일이나 스트리밍 링크를 선택합니다.

라이브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려면 먼저 기본 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 Application > 
RealPlayer > 옵션 > 설정 > 스트리밍 > 네트워크를 선
택합니다. 스트리밍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고: 스피커가 사용 중일 때는 기기를 귀 가
까이에 지 마십시오. 볼륨이 너무 클 수 있
습니다.

녹음기
음성 녹음기를 사용하
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 참여한 모든 사
습니다.

> Application > 녹음
을 녹음하려면 옵션 >
합니다. 녹음을 들으려
파일은 갤러리의 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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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표시되면 기기와 인터넷 
의 데이터 전송이 암호화됩

웨이와 콘텐츠 서버(또는 요
) 간의 데이터 전송이 안전하
는 않습니다. 서비스 사업자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안

화 상태 및 서버 인증에 한 
구 > 페이지 정보를 선택합

 명령

 확인란을 선택하려면 스크

 이동하려면 이전을 선택합
 없는 경우 검색 세션 중에 방
록을 보려면 옵션 > 탐색 옵

선택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열어 
 닫을 때마다 지워집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

웹 검색
웹 페이지를 검색하려면 > 인터넷 > 웹을 선택하
거나 기 모드에서 0을 길게 누릅니다.

서비스의 사용 가능성, 가격 및 요금제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유해한 소프트웨어에 한 적절한 보안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
비스만 사용하십시오.

일부 인터넷 콘텐츠는 호환성 차이로 인해 적절히 표
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
시오.
• 즐겨찾기 보기에서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 즐겨찾기 보기에서 웹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수동으로 추가하려면 즐겨찾기 보기에
서 옵션 > 즐겨찾기 관리 > 즐겨찾기 추가를 선택하
고 필드에 입력한 다음 옵션 > 저장을 선택합니다.

연결 보안

보안 표시기 이 연결 
게이트웨이 또는 서버 간
니다.

이 보안 아이콘은 게이트
청된 리소스의 저장 위치
게 이루어짐을 의미하지
는 게이트웨이와 콘텐츠
전하게 보호합니다.

연결에 한 정보, 암호
정보를 보려면 옵션 > 도
니다.

검색을 위한 키 및
링크를 열거나 항목 또는
롤 키를 누릅니다.
검색 중에 이전 페이지로
니다. 이전을 사용할 수
문한 페이지의 시간순 목
션 > 열어 본 페이지를 
으로 스크롤하고 원하는
본 페이지 목록은 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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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의 페이지 둘러보기
에서 이동하려면 스크롤합니

 미니 맵이 사라지고 미니 맵에 
됩니다.

용하여 웹 페이지의 원하는 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페이지에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러보기를 표시하려면 8을 
 원하는 지점을 찾으려면 위나 
. 페이지의 원하는 부분을 확
 누릅니다.

사나 최근 뉴스를 공유하기 위

에 웹 피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합니다. 웹 피드를 구독하려면 
 선택하고 피드를 선택하거나 
독한 웹 피드를 보려면 즐겨찾
 선택합니다.

려면 웹 피드를 선택하고 
택합니다.

는 방법을 정의하려면 옵션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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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중에 즐겨찾기를 저장하려면 옵션 > 즐겨찾기
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서버에서 최신 콘텐츠를 가져오려면 옵션 > 탐색 옵
션 > 재로드를 선택합니다.

브라우저 도구 모음을 열려면 페이지의 빈 부분으로 
스크롤하고 스크롤 키를 길게 누릅니다.

연결을 종료하고 브라우저 페이지를 오프라인으로 
보려면 옵션 > 도구 >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검색
을 중지하려면 옵션 > 종료를 선택합니다.

검색 중 사용할 수 있는 키패드 바로 가기

1 - 즐겨찾기를 엽니다.
2 - 현재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3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5 - 열려 있는 모든 창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8 - 현재 페이지의 페이지 둘러보기를 표시합니다. 페
이지의 원하는 부분을 확 하고 보려면 8을 다시 누
릅니다.
9 - 새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0 - 시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또는 # - 페이지를 확 하거나 축소합니다.

미니 맵
미니 맵은 많은 양의 정보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탐색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니 맵이 브라우저 설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큰 웹 페이지를 스크롤하면 미니 

맵이 열리고 검색 중인
가 표시됩니다. 미니 맵
다. 스크롤을 중지하면
나와 있던 영역이 표시

페이지 둘러보기

페이지 둘러보기를 사
분으로 더 빠르게 이동
서는 페이지 둘러보기

현재 페이지의 페이지
누릅니다.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하고 보려면 8을 다시

웹 피드

웹 피드는 최신 주요 기
해 널리 사용됩니다.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
옵션 > 웹 피드 구독을
링크를 클릭합니다. 구
기 보기에서 웹 피드를

웹 피드를 업데이트하
옵션 > 새로 고침을 선

웹 피드가 업데이트되
설정 > 웹 피드를 선택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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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기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
 필요한 기밀 정보에 액세스
 때마다 이 캐시를 비우십시

비스가 캐시에 저장되기 때문
 옵션 > 개인정보 지우기 > 
다.

 지우려면 옵션 > 개인정보 
니다.

진에 액세스하고 로컬 서비
 모바일 콘텐츠(네트워크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애
 현지 식당과 상점을 찾을 수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검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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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본 기기는 위젯을 지원합니다. 위젯은 멀티미디어, 뉴
스 피드 및 날씨 예보와 같은 기타 정보를 기기에 전
달하는 다운로드 가능한 작은 웹 애플리케이션입니
다. 설치된 위젯은 Application안의 내 폴더에 별도의
션 폴더에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사용하거나 웹에서 위젯
을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젯의 기본 액세스 포인트는 웹 브라우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활성화된 경우 일부 위
젯은는 기기에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위젯을 사용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
크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요금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된 페이지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검색 중에 페이지를 저장
하려면 옵션 > 도구 > 페이지 저장을 선택합니다. 

저장된 페이지를 보려면 즐겨찾기 보기에서 저장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페이지를 열려면 해당 페이지
를 선택합니다.

개인 정보 데이터

캐시는 데이터를 임시로
모리 위치입니다. 암호가
를 시도했거나 액세스할
오. 액세스한 정보나 서
입니다. 캐시를 비우려면
캐시 메모리를 선택합니

모든 개인 정보 데이터를
지우기 > 모두를 선택합

검색
검색을 사용하여 검색 엔
스, 웹 사이트, 이미지 및
비스)를 찾아 연결할 수
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있습니다. 또한 기기와 
색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 검색을 선



사 용 자  기 능

면 프로필을 선택하고 설정을 

에서 무음 프로필로 빠르게 변
모드에서 #을 길게 누릅니다.

에 맞게 설정하려면 프로필을 
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설정을 

 시간까지 활성화되도록 프로
 제한을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

프로필"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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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능

테마
기기 화면의 모양을 변경하려면 테마를 활성화합니
다.

> 설정 > 테마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테마
를 보려면 일반을 선택합니다. 활성 테마에는 확인 표
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테마를 미리 보려면 테마로 스크롤하고 옵션 >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미리 본 테마를 활성화하려면 설
정을 선택합니다.

테마에서는 메뉴 보기 유형, 기 모드의 테마 및 사
용자 지정 배경 무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절전의 모양
을 사용자 개인에 맞게 설정하고 통화 중에 표시된 이
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프로필에서 다양한 이벤트, 환경 또는 발신자 그룹에 

한 기기 소리를 조정하고 사용자 개인에 맞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프로필은 기 모드에서 화면
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일반 프로필을 사용 중인 경
우 현재 날짜만 표시됩니다.

> 설정 >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프로필을 활성화하려
선택합니다.

팁: 다른 프로필
경하려면 기 

프로필을 사용자 개인
선택하고 사용자 설정
선택합니다.

다음 24시간 내의 특정
필을 설정하려면 시간
합니다.

7페이지의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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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관 리

이 꺼져 있어도 설정된 시간
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알

 바랍니다. 

 날짜를 설정하려면 현재 거주
지 시간과 날짜를 입력합니

 경우 > 오피스 > 시계 > 
 선택하고 GMT(그리니치 표준

)와의 시차를 기준으로 현재 
니다. 시간과 날짜가 시간
 텍스트 또는 멀티미디어 메
이 폰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

런던(영국)에서 서쪽으로 5시
국)의 시간 를 나타냅니다. 

T +5.5, 태국/인도네시아/베
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의 
일리아(시드니)의 경우 GMT 
MT +12를 사용하십시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시간 관리

시계
> 오피스 > 시계를 선택합니다. 시계 설정을 변경

하고 시간 및 날짜를 설정하려면 옵션 > 설정을 선택
합니다.

다른 위치에 시간을 표시하도록 기기를 설정하려면 
오른쪽의 세계 시간으로 스크롤합니다. 위치를 추가
하려면 옵션 > 위치 추가를 선택합니다.

현재 위치를 설정하려면 위치로 스크롤하고 옵션 > 
현재 위치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위치가 시계 기본 보
기에 표시되고 기기의 시간이 선택한 위치에 따라 변
경됩니다. 시간이 올바르고 해당 시간 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알람 시계

새 알람을 설정하려면 오른쪽의 알람으로 스크롤하
고 옵션 > 새 알람을 선택합니다. 알람 시간을 입력하
고 알람 반복 여부와 시간을 선택한 다음 완료를 선택
합니다.

오전/오후 변경은 *이나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합니
다.

참고: 알람은 폰
에 울립니다. 원
람을 해제하시기

시간 및 날짜
올바른 시간 , 시간 및
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현
다.

다른 시간 로 이동하는
옵션 > 설정 > 시간대를
시) 또는 UTC(협정 세계시
위치의 시간 를 선택합
에 따라 설정되고 수신된
시지의 올바른 전송 시간
어, GMT -5는 그리니치/
간 떨어져 있는 뉴욕(미

인도(뉴델리)의 경우 GM
트남의 경우 GMT +7, 싱
경우 GMT +8, 오스트레
+10, 뉴질랜드의 경우 G



시 간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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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일정
> 오피스 > 달력/일정을 선택합니다. *를 누르면 

월, 주, 일 또는 할 일 보기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새 달력/일정 항목을 추가하려면 옵션 > 새 일정을 선
택하고 일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념일 일정은 매년 
반복됩니다. 할 일 일정은 해야 할 작업의 목록을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드를 입력하고 완료를 선
택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55

오 피 스  애 플 리 케 이 션

성을 시작합니다. 메모를 저
니다.

(.txt 형식)을 메모에 저장할 

 선택합니다. 숫자를 입력할 
 #을 누릅니다.

는 일반 계산용으로 설계되어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을 선택합니다. 길이 등의 측
 단위로(예: 야드에서 미터

.

 한계가 있으며 반올림 오류

 통화( 개 자국 통화)를 선
 합니다. 기본 통화의 환율은 
정 유형으로 선택하고 
다. 기본 통화를 변경하려면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액티브 메모
액티브 메모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메모를 만들고 
편집하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에 이미지와 비디오 또
는 사운드 클립을 삽입하고 연락처 등의 다른 애플리
케이션에 메모를 연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메
모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MMS전송 지원 여부는 서비
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 > Active메모를 선택합니다.

메모를 만들려면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미지, 사운드 
또는 비디오 클립, 명함, 웹 즐겨찾기 또는 파일을 삽
입하려면 옵션 > 개체 삽입을 선택하고 항목의 유형
을 선택합니다.

연락처에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에서 전화를 받을 때 
메모를 표시하도록 기기를 설정하려면 옵션 > 설정
을 선택합니다. 메모를 연락처에 연결하려면 메모를 
열고 옵션 > 통화에 메모 연결 > 연락처 추가를 선택
한 다음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메모
> 오피스 > 메모를 선택합니다.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작
장하려면 완료를 선택합

수신한 일반 텍스트 파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
> 오피스 > 계산기를

때 소수점을 추가하려면

참고: 이 계산기
계산기의 정확성

단위환산
> 오피스 > 단위환산

정치를 한 단위에서 다른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단위환산의 정확성에는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변환하려면 기본
택하고 환율을 추가해야
항상 1입니다. 통화를 측
옵션 > 환율을 선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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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단어 입력은 영어와 한글

고 번역을 선택합니다. 단어의 
를 선택합니다.

여 Portable Document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Adobe PDF를 선택합니다.

면 해당 문서를 선택합니다. 기
는 문서를 열려면 옵션 > 
 파일이 저장된 메모리와 폴더
 선택합니다.

려면 스크롤합니다. 다음 페이
지 맨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면 옵션 > 확대/축소 > 확대 
다.

션 > 찾기 > 텍스트를 선택하고 
니다. 일치하는 다음 항목을 찾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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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스크롤하고 옵션 > 기본 통화로 설정을 선택
합니다. 환율을 추가하려면 통화로 스크롤하고 새 환
율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환율을 모두 삽입한 후 통화를 변환할 수 있습
니다. 첫 번째 값 필드에 변환될 값을 입력합니다. 
다른 값 필드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기본 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설
정한 모든 환율이 삭제되므로 새 환율을 입력
해야 합니다.

모바일 사전
사전을 사용하여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단어를 번
역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 사전을 선택합니다. 본 기기에서는 영
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언어를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추가하려면 옵션 > 언어 > 언
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제거
하고 새 언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무료이지
만 언어를 다운로드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전송 요금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원본 언어와 상 언어의 약어가 표시됩니다. 
원본 언어와 상 언어를 변경하려면 옵션 > 언어 > 

원본 및 대상을 선택합
만 가능합니다.

번역할 단어를 입력하
발음을 들으려면 듣기

Adobe Reader
Adobe Reader를 사용하
Format(.pdf) 문서를 볼
열려면 > 오피스 >

.pdf 파일 열기

최근에 본 문서를 열려
본 보기에 표시되지 않
파일 찾기를 선택하고
를 선택한 다음 파일을

문서 보기

페이지 안에서 이동하
지로 이동하려면 페이

확 하거나 축소하려
또는 축소를 선택합니

텍스트를 찾으려면 옵
찾을 텍스트를 입력합
으려면 옵션 > 찾기 >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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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복사본을 저장하려면 옵션 > 저장을 선택합
니다.

Quickoffice
Quickoffic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 오피
스 > Quickoffice를 선택합니다.

Word, Excel 및 PowerPoint 파일 형식의 일부 변형이나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uickoffice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www.quickoffice.com을 참조하거나 
supportS60@quickoffic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
시오.

Quickmanager
Quickmanager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기타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ttp://www.quickoffice.com
mailto:supportS60@quickoffice.com


설 정

 설정을 변경합니다. 액세서리
합니다.
정을 편집합니다. 11페이지의 

", 14페이지의 "음성 통화" 및 15
또는 거부"를 참조하십시오.
가 기기에서 제어하는 기능을 
호 작용을 활성화합니다.

등의 기기 및 USIM 카드 설정을 
를 보고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
니다.

 기능을 사용 중이면 기기에 프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을 원래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다.
비스) - 위치 지정 설정을 변경
치 지정 설정"을 참조하십시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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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음성 명령
음성 명령으로 사용할 기능을 선택하려면 > 설
정 > 음성 명령을 선택합니다. 프로필 변경을 위한 음
성 명령은 프로필 폴더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한 음성 명령을 변경하려면 애플
리케이션으로 스크롤하고 편집 또는 옵션 > 명령 변
경을 선택합니다. 활성화된 음성 명령을 재생하려면 
옵션 > 재생을 선택합니다.

음성 명령을 사용하려면 15페이지의 "음성으로 전화 
걸기"를 참조하십시오.

폰 설정

일반

> 설정 > 폰 설정 > 일반 설정을 선택하고 다음 항
목에서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기능 - 화면, 기 모드, 소리(벨소리 등), 
언어, 테마 및 음성 명령 설정을 조정합니다.
날짜 및 시간 - 시간 및 날짜와 표시 형식을 설정합니
다.

액세서리 - 액세서리의
와 원하는 설정을 선택

슬라이드 - 슬라이드 설
"키패드 잠금(키보호)
페이지의 "전화 받기 
센서 설정 - 가속도계
설정하고 특정 센서 상
보안 - PIN, 잠금 코드 
변경하고, 인증서 정보
안 모듈을 보고 편집합

통화를 제한하는 보안
로그래밍된 긴급 번호

폰 초기화 - 일부 설정
잠금 코드가 필요합니

위치 지정(네트워크 서
합니다. 29페이지의 "위
오.

휴대폰

17페이지의 "통화 설정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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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설정을 보고 편집합니
 상태 설정을 사용합니다. 해
러한 설정을 수신할 수 있습

tiation Protocol) 프로필을 보고 

필을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한 설정을 
자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네
 있지만 사용자가 관리하는 
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
정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보고 삭제합니다. 웹 검색 및 
은 특정 기능에 구성 설정이 

당 서비스 사업자에서 이러한 
다. 4페이지의 "구성 설정"을 

 액세스 포인트의 사용을 제
IM 카드에서 이 서비스를 지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
니다.

이션의 설정을 보고 편집하
>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연결

> 설정 > 폰 설정 > 연결을 선택하고 다음 항목에
서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Bluetooth - Bluetooth 기술을 설정하거나 해제하고 
Bluetooth 설정을 편집합니다. 67페이지의 "Bluetooth 
연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USB - USB 설정을 편집합니다. 68페이지의
"USB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 특정 상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 방법
을 정의합니다.
패킷 데이터 - 패킷 데이터 연결 설정을 선택합니다. 
패킷 데이터 설정은 패킷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액세스 포인트를 영향을 미칩니다.

• 패킷 데이터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있을 때 패
킷 데이터 네트워크에 등록하도록 기기를 설정
하려면 패킷 데이터 연결 > 사용 가능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를 선택하면 패킷 데이
터 연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을 시
작하는 경우에만 패킷 데이터 연결이 기기에서 
사용됩니다.

• 기기를 컴퓨터에서 모뎀으로 사용하도록 액세
스 포인트 이름을 설정하려면 액세스 포인트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화 - 데이터 통화 연결의 온라인 시간을 설
정합니다. 데이터 통화 설정은 GSM 데이터 통화를 사
용하는 모든 액세스 포인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태(네트워크 서비스)
다. 연결 애플리케이션은
당 서비스 사업자에서 이
니다.
SIP 설정 - SIP(Session Ini
편집합니다. 
XDM 프로필 - XDM 프로
설정은 상태 등의 통신 
의미합니다. 서비스 사업
트워크 서버에 저장되어
일부 사용자 정보에 액세
스 사업자에서 이러한 설
4페이지의 "구성 설정"을
구성 - 구성 컨텍스트를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같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
설정을 수신할 수 있습니
참조하십시오.
APN 제어 - 패킷 데이터
한합니다. 이 설정은 US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려면 PIN2 코드가 필요합

애플리케이션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
려면 > 설정 > 폰 설정
다.



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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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음성에서 텍스트 메시지를 읽는 데 사용되는 기본 언
어와 음성을 선택하고 속도, 볼륨 등의 음성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음성을 선택합니다.

음성에 한 정보를 보려면 오른쪽의 음성으로 스크
롤하고 옵션 > 음성 정보를 선택합니다. 음성을 테스
트하려면 음성으로 스크롤하고 옵션 > 음성 재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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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면 > 설정 > Data 
합니다.

치

치하려면 .jar 파일이 필요합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라는 메
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
택하고 설치 파일로 스크롤합
 애플리케이션은 으로 표

니다.
메모리 카드를 검색하고 애플
음 스크롤 키를 눌러 설치를 

치 진행률에 한 정보가 표
명이나 인증서가 없는 애플리
경우 기기에 경고가 표시됩니
출처와 콘텐츠를 확실히 알고 
를 계속하십시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제거
두 가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기기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
• 확장명이 .jad 또는 .jar인 JavaTM 기술 기반의 J2METM 

애플리케이션. PersonalJavaTM 애플리케이션은 기
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Symbian 운영 체제에 적합한 기타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의 확장명은 .sis 또는 
.sisx입니다. 본 기기용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십시오.

중요: Symbian Signed이거나 Java VerifiedTM 테
스트를 통과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소프트
웨어만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설치 파일은 호환되는 컴퓨터에서 기기로 전송되거
나 검색 중에 다운로드될 수 있습니다. 또는 멀티미디
어 메시지에서 전송되거나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
되거나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도 있습
니다. Nokia PC Suite에서 Nokia Application Installer를 사
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기기나 메모리 카드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려면 > Application > 
내 폴더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mgr. > App.관리를 선택

애플리케이션 설
Java 애플리케이션을 설
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

1. 애플리케이션 또는 
려면 설치 파일을 선
니다. 메모리 카드의
시되어 있습니다.

2. 옵션 > 설치를 선택합
또는 기기 메모리나 
리케이션을 선택한 다
시작합니다.
설치 중에 기기에 설
시됩니다. 디지털 서
케이션을 설치하는 
다. 애플리케이션의 
있는 경우에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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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환 가능한 PC에 백업한 다
하여 기기 메모리에서 설치 파
한 내용은 62의 "파일 관리자"

파일이 메시지 첨부 파일인 경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거

 기본 보기에서 설치된 apps.
어 패키지로 스크롤한 다음 옵
다.

 카드에서 파일과 폴더를 찾고 
 오피스 > 파일관리를 선택합니

업 및 복원

리 카드로 정보를 백업하거나 
를 복원하려면 파일 관리자에
업 또는 메모리 카드에서 복원
모리를 백업한 경우 동일한 기
니다.
62

중요: 인증서를 사용하면 원격 연결 및 소프
트웨어 설치와 관련된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만, 강화된 보안 혜택을 누리려면 인
증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인
증서 관리자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보안이 강화됩
니다. 인증서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인
증서가 유효한 경우라도 "Expired certificate(만
료된 인증서)" 또는 "Certificate not valid yet(인
증서가 아직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
가 표시되면 기기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정확
한지 확인하십시오.

인증서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인증서 소유자
를 신뢰하는지, 이 인증서가 해당 소유자에게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Java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연결을 설정하거나 메시
지를 보내는 등의 작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Java 애플리케이션의 권한을 편집하고 애플리케이션
에서 사용할 액세스 포인트를 정의하려면 설치된 
apps.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크롤한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호환 가능한 메모리 카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 파일(.sis)이 기기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
다. 이 파일은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메모리를 유지하려면 Nokia PC Suite

를 사용하여 설치 파일
음 파일 관리자를 사용
일을 제거합니다. 자세
를 참조하십시오. .sis 
우 메시지 수신함에서

애플리케이션 제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을 선택하고 소프트웨
션 > 삭제를 선택합니

파일 관리자
기기 메모리나 메모리
열고 관리하려면 >
다.

기기 메모리 백
기기 메모리에서 메모
메모리 카드에서 정보
서 옵션 > 폰 메모리 백
을 선택합니다. 기기 메
기에만 복원할 수 있습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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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는 DRM 보호 콘텐
양한 종류의 DRM 소프트웨

기를 사용하여 WMDRM, OMA 
0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액세
 DRM 소프트웨어가 콘텐츠를 
텐츠 소유자는 해당 DRM 소
 콘텐츠 액세스 권한을 철회
다. 권한이 철회될 경우 기기 

보호 콘텐츠도 갱신할 수 없습
웨어의 철회는 다른 종류의 
 또는 비 DRM 보호 콘텐츠의 
 않습니다.

 보호 콘텐츠는 콘텐츠 사용 
이센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콘텐츠가 있는 경우 라이센스
려면 Nokia PC Suite의 백업 
 메모리가 포맷된 후 OMA 
 사용하기 위해 콘텐츠와 함
스는 다른 전송 방법으로 전

의 파일이 손상된 경우 라이센
있습니다.

텐츠가 있는 경우 기기 메모
와 콘텐츠가 모두 손실됩니

된 경우 라이센스와 콘텐츠도 
이센스나 콘텐츠가 손실되면 

 한 사용 권한이 다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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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포맷

메모리 카드가 포맷되면 카드의 모든 데이터가 영구
적으로 손실됩니다. 미리 포맷되어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도 있고 포맷해야 하는 메모리 카드도 있습니다.
1. 파일 관리자 보기에서 메모리 카드를 선택합니다.
2. 옵션 > 메모리 카드 옵션 > 포맷을 선택합니다.
3. 포맷이 완료되면 메모리 카드의 이름을 입력합니

다.

메모리 카드 잠금 또는 잠금 해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를 설정하
려면 파일 관리자 보기에서 메모리 카드를 선택하고 
옵션 > 메모리 카드 암호 > 설정을 선택합니다. 암호
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암호는 최  8자일 수 있습
니다.

암호로 보호되는 다른 메모리 카드를 기기에 삽입하
면 카드의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카드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옵션 > 메모리 카드 잠금 
해제를 선택합니다.

라이센스
디지털 권한 관리

콘텐츠 소유자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보
호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디지털 권한 관리(DRM) 기

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다
어를 사용합니다. 본 기
DRM 1.0 및 OMA DRM 2.
스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콘
프트웨어의 새 DRM 보호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
내에 있는 기존의 DRM 
니다. 해당 DRM 소프트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DRM(디지털 권한 관리)
권한을 정의하는 관련 라

기기에 OMA DRM 보호 
와 콘텐츠를 모두 백업하
기능을 사용합니다. 기기
DRM 보호 콘텐츠를 계속
께 복원해야 하는 라이센
송할 수 없습니다. 기기
스를 복원해야 할 수도 

기기에 WMDRM 보호 콘
리가 포맷되면 라이센스
다. 기기의 파일이 손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
기기의 동일한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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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버에 연결하고 기기에 
 수 있으며 새 서버 프로필을 
로필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
나 회사 정보 관리 부서에서 
 있습니다.

 > 설정 > Data mgr. > 장치관

이트

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후 기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없으며 긴급 통화도 걸 
데이트 설치를 수락하기 전에 
해 두십시오. 

를 다운로드하면 해당 서비스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
금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기 바랍니다.

 전에 기기 배터리에 충분한 전
하거나 충전기를 연결하십시

인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를 
데이트 다운로드를 
64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라이센스는 특정 USIM 카드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 USIM 카드를 기기에 삽입한 경우에만 보
호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라이센스를 보려면 > 설정 > Data 
mgr. > 라이센스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미디어 파일에 연결된 유효한 라이센스
를 보려면 유효함를 선택합니다. 여러 라이센스가 포
함된 그룹 라이센스는 으로 표시됩니다. 그룹 라
이센스에 포함된 라이센스를 보려면 그룹 라이센스
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사용할 기간이 초과된 만료된 라이센스를 보
려면 만료됨를 선택합니다. 사용 시간을 추가로 구입
하거나 미디어 파일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
된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옵션 > 새 라이센스 가져오
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메시지 수신이 해제되어 있
으면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이 아닌 라이센스를 보려면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라이센스에는 미디어 파
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효성 상태 및 파일 전송 가능 상태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라이센스로 스크롤하고 라이센스를 
선택합니다.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를 사용하
한 구성 설정을 수신할
만들거나 기존 서버 프
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
구성 설정을 수신할 수

장치 관리자를 열려면
리를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

경고: 소프트웨
설치를 완료한
는 기기를 사용
수 없습니다. 업
데이터를 백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됩니다. 데이터 전송 요
사업자에게 문의하시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
오.

1. 옵션 > 업데이트 확
사용할 수 있으면 업
수락합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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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인 다운로드 후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지금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설치를 시작하려면 
나중에를 선택합니다.

나중에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옵션 > 업데이
트 설치를 선택합니다.

서버 프로필이 정의되지 않았으면 서버 프로필을 만
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서버 프로필이 여러 개 있
으면 서버 목록에서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서버 프로필 설정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
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구성

해당 서비스 사업자나 회사 정보 관리 부서에서 구성 
설정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연결하고 기기에 한 구성 설정을 수신하려
면 옵션 > 서버 프로필을 선택하고 서버 프로필로 스
크롤한 다음 옵션 > 구성 시작을 선택합니다.

서버 프로필을 편집하려면 프로필로 스크롤하고 옵
션 > 프로필 편집을 선택합니다.

서버 프로필 설정에 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
나 회사 정보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기기와 호환 가능한 PC 간에 
 및 메모를 동기화할 수 있습

.nokia.co.kr/pcsuite의 지원 영역
세한 정보와 다운로드 링크를 

 사용하면 최  10m(33 피트) 범
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

ecification 2.0을 준수하며 이 사
, 오디오/비디오 원격 제어, 기

네트워킹, 파일 전송, 핸즈프리, 
렬 포트, 전화 번호부 액세스, 
오/비디오 배포, 일반 액세스 
필을 지원합니다. Bluetooth 기
기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이 

okia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기의 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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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또는 동기화
폰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락처 및 달력/일정 항목과 
동영상, 이미지 등의 다른 데이터를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는 호환 가능한 기기에서 복사하거나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상  기기에 따라 동기화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
며 데이터를 한 번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동기화하려면 > 설정 > 

연결 >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폰 스위치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애플리케
이션에 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려면 계속을 선택합니다.
폰 스위치를 사용한 경우 동기화 시작, 가져오기 
시작 또는 전송 시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Bluetooth 기술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  기기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설정하기 
위해 상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3. 기기에 전송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4. 콘텐츠가 기기에 전송됩니다. 전송 시간은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송을 중지하고 나중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PC Suite
PC Suite를 사용하여 본
연락처, 달력/일정 항목
니다.

Nokia 웹 사이트, www
에서 PC Suite에 한 자
찾을 수 있습니다.

Bluetooth 연결
Bluetooth 무선 기술을
위 내에서 전자 기기 간
다.

본 기기는 Bluetooth Sp
양은 고급 오디오 배포
본 이미징, 전화 접속 
헤드셋, 개체 푸시, 직
USIM 액세스, 일반 오디
및 일반 개체 교환 프로
술을 지원하는 다른 기
모델에 해 승인된 N
본 기기와의 호환 여부
조업체에 문의하십시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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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카 키
결된 액세서리만을 사용하여 
있습니다. 이 모드에 있는 동
프로그래밍된 비상 번호를 
도 걸 수 없습니다. 기기에서 
 USIM 모드에서 나가야 합니
금 코드를 입력하여 먼저 잠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크롤하고 옵션 > 전송 > 
다.

를 검색하는 작업이 시작됩니
 과 함께 표시됩니다. 일부 기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 기
으려면 기 모드에서 
합니다.
 경우 이전에 검색된 기기의 

검색을 새로 시작하려면 추가 

합니다.
 상  기기에 연결이 필요한 

고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암호를 만들고 상  기기의 
하십시오. 암호를 외울 필요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이러한 기능이 백그라운드에
서 실행될 수 있게 하면 배터리의 전력 소모가 늘어나
고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Bluetooth 연결은 허용하지 마
십시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한 후 Bluetooth 연결이 자
동으로 끊어집니다.

Bluetooth 연결 설정

> 설정 > 연결 >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Bluetooth - Bluetooth 연결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내 폰 표시 - Bluetooth 연결이 설정된 다른 기기에서 
항상 본 기기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모두에게 표시를 
선택합니다. 정의된 기간 동안 본 기기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기간 입력을 선택합니다. 보안상의 이유
로 숨김 설정을 가능한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내 폰 이름 - 기기의 이름을 정의합니다.

원격 SIM 모드 - 카 키트 등의 다른 기기에서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여 기기의 USIM 카드를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USIM 액세스 프로필).

무선 기기가 원격 USIM
트 등의 호환 가능한 연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안 무선 기기는 기기에 
제외하고는 어떠한 전화
전화를 걸려면 먼저 원격
다. 기기가 잠긴 경우 잠
금을 해제합니다.

데이터 전송

1. 전송할 항목이 저장
2. 전송할 항목으로 스

Bluetooth를 선택합니
3. 범위 내에 있는 기기

다. 연결된 기기가 
기는 고유 기기 주소
기의 고유 주소를 찾
*#2820# 코드를 입력
기기를 이전에 검색한
목록이 표시됩니다. 
장치를 선택합니다.

4. 연결할 기기를 선택
5.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경우 알림음이 울리
가 표시됩니다. 직접
소유자와 암호를 공유
는 없습니다.



연 결

하여 데이터를 수신할 때 메시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수락
지의 수신함에 저장됩니다.

 연결하여 기기와 호환 가능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를 선택하고 다음 항목에서 해
니다.

USB 연결 모드를 선택하거나 활
. Nokia PC Suite와 함께 기기를 
 선택하고, 량 저장소 장치로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대용량 

ictBridge 호환 프린터와 함께 기
지 전송을 선택하고, 음악 등의 
s Media Player의 호환 가능한 

 미디어 전송을 선택합니다.
이 연결될 때마다 연결의 목적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자동
본 모드를 설정하려면 아니요

SB 데이터 케이블을 PC에서 뽑
시오.
68

기기 연결 및 차단

연결된 기기의 목록을 열려면 Bluetooth 보기에서 오
른쪽의 연결된 장치로 스크롤합니다

기기와 연결하려면 옵션 >  새 장치 연결을 선택하고 
연결할 기기와 교환 암호를 선택합니다.

연결을 취소하려면 취소할 연결이 설정된 기기로 스
크롤하고 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모든 연결을 취소하
려면 옵션 > 모두 삭제를 선택합니다.

인증되도록 기기를 설정하려면 기기로 스크롤하고 
옵션 > 인증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본 기기와 인증
된 기기 간의 연결은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액세스할 수 없는 자신
의 기기에만 이 상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
신의 PC나 신뢰하는 사람이 소유한 기기에 이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기기 보기에서 인증된 기
기 옆에  이 추가됩니다.

기기에서 연결을 차단하려면 연결된 기기 보기에서 
기기를 선택하고 차단을 선택합니다.

차단된 기기의 목록을 보려면 오른쪽의 차단된 장치
로 스크롤합니다. 기기의 차단을 해제하려면 기기로 
스크롤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수신

Bluetooth 기술을 사용
지를 수락할 것인지 묻
하면 해당 항목이 메시

USB 연결
USB 데이터 케이블을
PC 간의 데이터 연결을

> 설정 > 연결 > US
당하는 작업을 수행합

USB 연결 모드 - 기본 
성 모드를 변경합니다
사용하려면 PC Suite를
삽입된 메모리 카드의
저장소를 선택하고, P
기를 사용하려면 이미
미디어 파일을 Window
버전과 동기화하려면

연결 시 확인 - 케이블
을 묻도록 기기를 설정
으로 활성화되도록 기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U
아도 되는지 확인하십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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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동기화
동기화를 사용하면 달력/일정 항목, 연락처, 메모 등
의 데이터를 호환 가능한 컴퓨터나 원격 인터넷 서버
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연결 >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새 프로필을 만들려면 옵션 > 새 동기화 프로필을 선
택하고 필요한 설정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면 기본 보기에서 동기화할 데
이터를 표시하고 옵션 >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연결 관리자
연결 관리자에서 연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송되고 
수신된 데이터 양에 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사용하
지 않는 연결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통화 요금과 서비스 사업자의 서
비스 요금은 네트워크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 설정 > 연결 > 연결관리를 선택합니다.

연결 정보를 보려면 연결로 스크롤하고 옵션 > 정보
를 선택합니다.

연결을 종료하려면 연결로 스크롤하고 옵션 >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모든 연결을 종료하려면 옵션 > 
모든 연결 종료를 선택합니다.



정 품  액 세 서 리

지 실제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

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
드를 분리할 때는 코드를 잡아
를 잡아당기십시오.
 액세서리가 올바로 장착되어 
으로 점검하십시오.
리 설치의 경우 허가받은 전문
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기 및 액세서리만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폰에 적
 내용이 무효화되거나 위험할 
70

정품 액세서리
경고: 본 특정 모델과 사용하도록 Nokia가 승
인한 배터리, 충전기 및 액세서리만 사용하십
시오. 이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승인 또
는 보증 내용이 무효화되거나 위험할 수 있습
니다.

승인된 액세서리의 사용 가능 여
부는 Nokia 공인 서비스센터나 
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액세서리의 
전원 코드를 분리할 때는 코드를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아당
기십시오.

액세서리에 대한 몇 가
습니다.
• 모든 액세서리는 어

보관하시기 바랍니
• 액세서리의 전원 코

당기지 말고 플러그
• 차량에 설치된 모든

작동되는지 정기적
• 복잡한 차량 액세서

가의 도움을 받으셔

폰 제조업체가 승인한
사용하십시오. 이외의
용되는 승인 또는 보증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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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시간(WCDMA)

중요: 이러한 배터리 통화 시간과 기 시간
은 최적의 네트워크 조건이나 환경에서만 가
능합니다. 실제 배터리 통화 시간과 기 시
간은 USIM 카드, 사용된 기능, 배터리 사용 기
간 및 상태, 배터리 노출 온도, 네트워크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 
명시된 통화 시간 및 기 시간과 많은 차이
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벨소리, 핸즈프리, 
디지털 모드 및 기타 기능의 사용 시에도 전
력이 소모되므로 통화를 위해 기기가 사용된 
시간도 기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
지로 기기 전원이 켜진 상태의 기 시간도 
통화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형 통화 시간 대기 시간

BL-5F 최  2.7시간 최  231-244시간



배 터 리  및  충 전 기  정 보

로 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

25°C 의 온도에서 보관하십시
 낮으면 배터리의 충전 용량과 
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배터리
 기기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리 성능은 특히 영하의 온도에

.

 마십시오. 동전, 클립, 펜 등의 
의 양극(+)과 음극(-) 단자에 직
생할 수 있습니다. (단자는 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머
터리를 가지고 다닐 경우 단락
. 단자가 단락되면 배터리 또는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상된 경우에도 폭발할 수 있습
 규정에 따라 배터리를 폐기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
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절단 또는 변형하거나 충격을 
거나 구멍을 내거나 조각을 내
액이 발생하는 경우 누액이 피
72

배터리 및 충전기 정보
본 기기는 충전 배터리를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본 
기기에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BL-5F입니다. 본 기기는 
AC-4, AC-5, AC-6, AC-8 또는 DC-4와 같은 충전기를 통
해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
터리는 수백 번 충전할 수 있지만 결국 수명을 다하는 
소모품입니다. 통화 시간과 기 시간이 평소보다 현
저하게 짧은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Nokia의 승인을 받은 배터리만을 사용하고 배터리 
충전 시에는 Nokia의 승인을 받은 전용 충전기만 사용
하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화재, 폭
발, 누전 또는 기타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처음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한 다음 분리했다가 다시 연
결하여 배터리 충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한 후 충전 
표시가 기기 화면에 나타나거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상
태가 되려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기의 전원을 끄고 충전기를 분리한 후에 배
터리를 분리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 플러그와 기기에서 충전기
를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충전기에 계속 연결해 두지 마십시오. 과충전은 배터
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한 배터

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전됩니다.

배터리는 항상 15°C ~
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
를 기기에 장착할 경우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
서 급격히 저하됩니다

배터리를 단락시키지
금속성 물체가 배터리
접 닿을 경우 단락이 발
터리에 있는 작은 금속
니나 지갑에 여분의 배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결된 물체

배터리를 불 속에 넣지
있습니다. 배터리가 손
니다. 해당 지역/국가의
십시오. 가능한 경우 재
정용 쓰레기와 동일하

전지나 배터리를 분해
주지 마십시오. 구부리
지 마십시오. 배터리 누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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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켜진 상태의 기 시간도 
니다.

화 및 기 시간은 어디까지
 신호 강도, 네트워크 상태, 사
리를 사용한 기간과 상태, 배
온도, 디지털 모드 사용 정도 
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화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
이 켜진 상태의 기 시간도 
향을 미칩니다.

인증 가이드라인
Nokia 배터리를 
터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려
서 배터리를 구입한 후 다음 
이블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쳤다고 해서 배터리의 정
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가 

판단되는 경우 배터리를 사용
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
하십시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부나 눈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배터리 누액이 피부나 
눈에 닿은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피부나 눈을 씻
어 내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배터리를 개조, 재생하거나 배터리에 이물질을 삽입
하지 마십시오. 또한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닿게 하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배터리 사용은 화재, 폭발이나 기타 위험으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기나 배터리를 떨어뜨린 경
우, 특히 딱딱한 표면에 떨어뜨린 경우 손상이 의심되
면 서비스 센터에 맡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는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손상된 충
전기나 배터리는 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터리 통화 시간과 기 시간은 최적의 네트
워크 조건이나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배터리 
통화 시간과 기 시간은 USIM 카드, 사용된 기능, 배
터리 사용 기간 및 상태, 배터리 노출 온도, 네트워크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 명
시된 통화 시간 및 기 시간과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벨소리, 핸즈프리, 디지털 모드 및 기
타 기능의 사용 시에도 전력이 소모되므로 통화를 위
해 기기가 사용된 시간도 기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

다. 마찬가지로 기기 전원
통화 시간에 영향을 미칩

중요: 배터리 통
나 예상치이며,
용한 기능, 배터
터리가 노출된 
등 여러 가지 요
시간은 기 시
지로 기기 전원
통화 시간에 영

Nokia 배터리 
안전을 위해 항상 정품 
사용하십시오. Nokia 배
면 공인 Nokia 리점에
단계에 따라 홀로그램 레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품 여부가 완전히 보증되
Nokia 정품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품 여
입한 곳에 배터리를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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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특성.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는 할수 없음.

CDMA: 1942.8~1977.2MHz  
luetooth: 2402.0~2480.0MHz

200Hz

03x49x14.9mm

17g

CDMA: 250mW, 
luetooth: 50µW

20°C ~ +50°C

%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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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확인

1.홀로그램에는 기울이는 각도
에 따라 Nokia를 상징하는 두 개
의 손 이미지와 Nokia Original 
Enhancements 로고가 번갈아 나
타나야 합니다.

2.홀로그램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기울이면 각각 1, 2, 3, 4개
의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배터리가 정품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홀로그램 레이블이 부착된 Nokia 배터리가 정품 Nokia 
배터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
하면 위험할 수 있고 본 기기와 액세서리의 성능이 저
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배터
리를 사용하는 경우 본 기기에 적용되는 모든 승인 또
는 보증 내용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Nokia 정품 배터리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nokia.co.kr/batterycheck를 방문하십시오.

휴 전화 규격

당해 무선설비는 전파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사용 주파수 범위 W
B

주파수 안정도 ±

외관(mm) 1

무게(g) 1

송신출력 W
B

동작온도 -

상  습도 0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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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 헤드셋, 케이블 및 커버와 같
리의 경우 12개월
는 미디어(예: CD-ROM 및 메

0일
 한 보증 기간은 연장되거나 
 재판매, 수리 또는 교체로 인
. 그러나 수리된 부품은 원래 
 수리일로부터 90일 중에서 

니다. 

 받는 방법
을 청구하려는 경우 Nokia 콜 
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통
 확인), 필요한 경우 제품이

체 제품이 아닌 경우)을 Nokia 
정한 서비스 장소에 반품할 

 센터와 Nokia에서 지정한 서
 사용 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찾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제조업체의 제한적 보증

소개
주의! 이 제한적 보증은 소비자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해당 국법에 의거한 귀하의 법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추가로 적용됩니다. 

Nokia Corporation("Nokia")은 판매 패키지("제품")에 포
함된 Nokia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 제한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Nokia는 보증 기간 중에 Nokia나 Nokia 공인 서비스 회
사가 이 제한적 보증에 따라 제품을 수리하거나 Nokia
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품을 교
체하는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적당한 시간 안에 재료,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무료로 고치도록 보증합니
다(법률에 다른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이 제한적 보
증은 제품을 구입한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용인 경우).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은 첫 최종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품은 몇 가지 부품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품에 여러 가지 보증 기간(이하 
"보증 기간"이라고 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
지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바일 기기의 경우
b. 배터리의 경우 6개월
c. 충전기, 책상 스탠드

은 소모품과 액세서
d. 소프트웨어가 제공되

모리 카드)의 경우 9
해당 국법에서 허용하는
갱신되거나 제품의 이후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의 남은 일수나
더 긴 기간 동안 보증됩

보증 서비스를
제한적 보증에 따라 보증
센터에 전화하거나(콜 센
화에 적용되는 국가 요금
나 문제가 있는 부품(전
Care 센터나 Nokia에서 지
수 있습니다. Nokia Care
비스 장소에 한 정보는
의 Nokia 웹 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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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c)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로 인한 결함, 구부리거나 누

 발생한 결함 등을 포함하지만 
), d) Nokia에서 제공한 지침과 
과 같은 제품의 오용으로 인한 

 제품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
음) 및/또는 e) Nokia의 합리적

 기타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

품이 Nokia에서 제조, 제공 또
품,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및/
 사용 또는 연결되었거나, 지
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결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나 
 계정,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

 액세스하여 감염된 바이러스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단 액세

이닝(password-mining) 또는 다
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리가 단락된 경우, 배터리 
인이 떨어져 있거나 조작된 흔
 또는 배터리가 사용되도록 명
비에서 사용된 경우에 발생한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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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품이나 문제가 있는 부
품(전체 제품이 아닌 경우)을 Nokia Care 센터나 Nokia
에서 지정한 서비스 장소에 반품해야 합니다. 

제한적 보증을 청구할 때 a) 제품(또는 문제가 있는 부
품), b)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구입 날짜 및 장소, 제품
유형과 일련 번호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읽기 쉽고 수
정되지 않은 구입 증명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제품을 처음 구입한 첫 최종 사용자
에게만 제공되며 이후 구입자/최종 사용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보증 제외 사항
1. 이 제한적 보증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에

서 다운로드했는지 여부, 설치, 조립 또는 운송 중
이나 배송망 등의 다른 시점에서 포함되었는지 여
부 및 귀하가 얻은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자 매뉴
얼이나 타사 소프트웨어, 설정, 콘텐츠, 데이터 또
는 링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Nokia는 해당 법률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Nokia 소프트웨어가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타사가 제공한 모
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작동하며,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해결 
가능하거나 해결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이 제한적 보증은 a) 일반적인 마모(카메라 렌즈, 
배터리 또는 화면의 마모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

되지 않음), b) 운송
결함(날카로운 물체
르거나 떨어뜨려서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반 로 사용하는 것
결함이나 손상(예:
된 로 사용하지 않
인 통제를 넘어서는
다.

3. 이 제한적 보증은 제
는 인증하지 않은 제
또는 서비스와 함께
정된 용도로 사용되
나 주장되는 결함에
타사가 서비스, 다른
트워크에 무단으로
로 인해 결함이 발생
스는 해킹, 암호 마
양한 다른 수단을 통

4. 이 제한적 보증은 배
인클로저나 셀의 봉
적을 나타내는 경우
시된 장비가 아닌 장
결함에는 적용되지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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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처리 요금을 청구할 권
리하거나 교체할 때 Nokia가 
은 새것이거나 새것과 동등
있습니다. 

 비롯한 국가별 요소가 포함
 원래 상 국가에서 다른 국
에 이 제한적 보증에서 결함
별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

제한
에 한 귀하만의 독점적인 구

 측면에서 Nokia의 전적인 책
한적 보증은 i) 해당 국법에 의
나 ii) 제품 판매자에 한 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서면, (강제적이 아닌) 법률, 
용 여하를 불문하고 Nokia의 
 체합니다. 이러한 보증과 
질이나 사용 적합성에 한 

기타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
상, 수익의 손실, 제품이나 

적 손실, 계약 손실, 수입 손실 
실, 늘어난 비용 또는 모든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5. 이 제한적 보증은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
서 제품을 개봉, 수정 또는 수리한 경우, 허가되지 
않은 예비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수리한 경우 
또는 제품의 일련 번호, 모바일 액세서리 날짜 코
드가 제거되었거나 지워졌거나 마손되었거나 변
경되었거나 읽을 수 없게 된 경우(이는 Nokia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함)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이 제한적 보증은 제품이 물기, 습기, 비정상적인 
온도 또는 환경 조건이나 그러한 조건의 급격한 
변화, 부식, 산화 또는 화학 제품의 영향에 노출되
거나 제품에 음식물이나 액체를 쏟은 경우 적용되
지 않습니다. 

기타 주요 고지 사항
제품의 수리나 교체 중에 콘텐츠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저장된 모든 중요한 콘텐츠와 데
이터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고 이에 해 서면으로 작
성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Nokia는 아래의 "Nokia의 
책임 제한", 절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품의 수리나 교체 중에 손실
되거나 손상된 콘텐츠나 데이터로 인한 모든 종류의 
손해나 손실에 해 어떠한 경우에도 명시적이나 묵
시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okia에서 교체한 제품이나 다른 장비의 모든 부품은 
Nokia의 소유가 됩니다. 반품된 제품에 제한적 보증의 
계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Nokia

와 Nokia 공인 서비스 회
한을 갖습니다. 제품을 수
사용하는 제품이나 부품
하거나 수리된 것일 수 

제품에는 소프트웨어를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가로 재수출된 경우 제품
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가
다.

Nokia의 책임 
이 제한적 보증은 Nokia
제수단이며 제품의 결함
임입니다. 그러나 이 제
거한 귀하의 법적 권한이
하의 권한을 배제하거나

이 제한적 보증은 구두,
계약, 불법 행위 등의 사
다른 모든 보증과 책임을
책임에는 만족스러운 품
암묵적 조건, 보증 또는 
제한되지는 않으며 해당
한합니다. Nokia는 관련
서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
기능의 사용 불가, 사업
또는 예상되는 저축액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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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밀도가 높은 화면, 카메라 
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

 합니다.

기능 및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
에 무상 서비스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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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손실 또는 손해, 파생적 손실 또는 손해, 특별
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
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Nokia의 책임은 제
품의 구입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제한은 입증된 
Nokia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개인 상해에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이 제한적 보증은 배제되거나 제한되거나 수정될 수 
없거나 제한된 한도를 제외하고 배제되거나 제한되
거나 수정될 수 없는 보증이나 조건을 이 제한적 보증
에 포함하는 모든 법적 조항을 고려하여 읽어야 합니
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Nokia가 수행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당 조항에 의거한 Nokia의 
책임은 Nokia의 선택에 따라 상품의 경우 제품의 교체 
또는 동등한 제품의 제공, 제품의 수리, 제품 교체 또
는 동등한 제품 구입 비용 지불, 제품 수리 비용 지불
로 제한되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다시 제공 또는 
서비스 다시 제공 비용 지불로 제한됩니다.

주의! 이 제품은 정교한 전자 기기이므로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제품용 사용자 설명서와 지침을 자세히 파악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긁히거나 손상될 수 있
렌즈 및 기타 부품이 제
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모든 보증 정보, 제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서
무상 서비스

무상 서비스는 구입 후
장의 경우 보증 기간 내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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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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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용

보증 기간 이내 보증 기간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
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
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

해당 없

구입 후 1개월 이내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당 없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하는 경우

환급 해당 없

제품 교환 불가능한 경우 환급 해당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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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 금
 가산하

 상각 

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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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

동일 하자로 4회째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유상 수리

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회
째 발생한 경우

유상 수리

수리 불가능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정액 감가
액에 10%
여 환급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
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
가 불가능 한 경우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정액 감가
후 환급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용

보증 기간 이내 보증 기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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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서비스
• 고장이 아닌 경우

제품의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
-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낙하, 충격, 부적
절한 분해 및 수리 등)

-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
-당사의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품 액세서리 이외의 부품
이나 부속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 기타
-화재,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발생시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헤
드셋, 외장메모리, 안테나 및 각종 액세서리)



관 리  및  유 지 보 수

 화학 약품, 세척제 또는 강한 
십시오.
십시오. 페인트를 칠하면 기기
 빡빡해져 기기를 제 로 사용
있습니다.
 빛 센서 렌즈 등 모든 렌즈를 청

 깨끗한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

 승인된 교체용 안테나만 사용
 않은 안테나 또는 부착물을 
이 개조할 경우 장치가 손상
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등 계속 보관하려는 데이터의 
들어 두십시오.
 가끔 기기를 리셋해야 할 경
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십시

용자의 기기, 배터리, 충전기 
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기
으면 가까운 공인 서비스 센터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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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보수
본 기기는 세심한 설계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의 보증 범위
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기기를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강우, 습기 및 

모든 종류의 액체나 수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
네랄 성분은 전자 회로를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기기가 젖은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고 기기가 완전
히 마른 후에 배터리를 다시 삽입하십시오.

• 먼지가 많고 더러운 장소에서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기기의 움직이는 부분과 전자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온도가 너무 높은 장소에 기기를 보관하지 마십시
오. 고온으로 인해 전자 장치의 수명이 단축되고, 
배터리가 손상되며, 기기의 플라스틱 부분이 휘거
나 녹을 수 있습니다.

• 온도가 너무 낮은 장소에도 기기를 보관하지 마십
시오. 이러한 곳에 기기를 두었다가 일반적인 온
도의 환경으로 가져오면 기기 내부에 습기가 발생
하여 전자 회로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를 분해
하지 마십시오.

•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거나 흔들어서도 안 됩니
다. 거칠게 다룰 경우 내부 전자 회로판과 정교한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기기 청소에 유해한
세제를 사용하지 마

• 기기를 도색하지 마
의 움직이는 부분이
하지 못하게 될 수 

• 카메라, 근접 센서,
소할 때는 부드럽고
오.

• 제공된 안테나 또는
하십시오. 허가되지
사용하거나, 허가 없
되거나 무선 기기 법

• 충전기는 실내에서
• 연락처, 일정 메모 

경우 항상 백업을 만
• 최적의 성능을 위해

우에는 기기의 전원
오.

이러한 주의 사항은 사
또는 모든 액세서리에
가 제 로 작동하지 않
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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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 장비의 작동은 적절하
기기의 기능에 지장을 줄 
 사항이 있거나 의료 기기가 
적절하게 보호되어 있는지 
조업체나 의사에게 문의하

금지를 알리는 문구나 조항이 
 내에서는 기기의 전원을 

료 시설은 외부 RF 에너지에 
 있습니다.

료 기기와의 잠재적 혼신을 
, 삽입형 제세동기 등의 이식
기 사이에 15.3cm(6인치)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는 경우 항상 무선 기기와 의
m(6인치) 이상의 거리를 유지

 무선 기기를 휴 하지 마십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추가 안전 정보

어린이
본 기기와 액세서리에는 소형 부품이 포함될 수 있으
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
다.

작동 환경
본 기기는 귀에 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서 
사용하거나 몸에서 1.5cm(5/8인치) 이상 떨어져 있을 
때 RF 노출 가이드라인을 충족합니다. 보관 케이스, 
벨트 클립 또는 홀더를 사용하여 기기를 몸에 부착하
는 경우 이러한 제품에 금속이 포함되면 안 되며 기기
가 위에서 설명한 거리만큼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
니다. 데이터 파일이나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본 기기
에 높은 품질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연결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데이터 파
일이나 메시지의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위에서 설명한 거리 지침을 따라야 합
니다.

기기의 부품은 자성을 띠므로 금속 물질이 기기에 붙
을 수 있습니다. 저장된 정보가 지워질 수 있으므로 
신용 카드나 다른 자기 저장 매체를 기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의료 기기
무선 전화를 포함한 무선
게 보호되지 않은 의료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외부 RF 에너지에 해 
확인하려면 의료 기기 제
십시오. 무선 장비 사용 
부착되어 있는 의료 시설
끄십시오. 병원 또는 의
민감한 장비를 사용할 수

이식된 의료 기기

의료 기기 제조업체는 의
피하기 위해 심장박동기
된 의료 기기와 무선 기
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 무선 기기가 켜져 있
료 기기 사이에 15.3c
해야 합니다.

• 가슴 주변의 주머니에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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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증 내용이 무효화될 수 
 무선 기기가 적절하게 장착되
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기기, 
 가연성 액체, 가스나 폭발물과 
하지 마십시오. 에어백 장착 차
질 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
. 에어백이 장착된 곳이나 에어
 휴 용 무선 장비를 포함한 그 
십시오. 차량 내 무선 장비가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심각한 
다.

서는 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
하기 전에 기기의 전원을 끄십
 무선 원격 기기를 사용하면 비
향을 주거나 무선 전화 네트워
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있는 환경
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기의 전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일반적
 지역에서는 차량 엔진을 끄는 
 지역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 
르는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스 펌프 근처와 같은 급유 
원을 끄십시오. 연료 저장 및 유

 또는 폭파 작업이 진행 중인 
 사용에 한 제한을 준수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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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 
기기는 의료 기기가 있는 쪽의 반 편 귀로 사용
하십시오.

• 혼신이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무선 기기
의 전원을 끄십시오.

• 이식된 의료 기기의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
을 읽고 따르십시오.

무선 기기와 이식된 의료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데 관
한 문의 사항은 해당 의료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보청기

일부 디지털 무선 기기는 보청기에 혼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사
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자 연료 주입 시스템, 전자 미끄럼방지(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전자 속도 제어 시스템과 에어백 시
스템 등이 자동차에 부적절하게 설치 또는 차폐된 경
우, RF 신호는 이러한 전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가된 장비 또는 차량의 제
조업체 또는 리점에 확인하십시오.

자격을 갖춘 직원만이 기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량에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설
치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위험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본 기기에 적용되는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어 작동하고 있는지 정
부품 또는 액세서리를
함께 보관하거나 휴
량의 경우 에어백이 터
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백 위에는 장착용 또는
어떠한 물건도 두지 마
잘못 설치된 상태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

비행 중 항공기 내부에
습니다. 항공기에 탑승
시오. 항공기 내부에서
행기의 안전 운항에 영
크를 교란시킬 수 있으

폭발 위험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원을 끄고 모든 신호와
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지점에서는 기기의 전
통 지역, 화학제품 공장
곳에서는 무선 기기의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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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하십시오.

으면 전원을 켭니다.
d 키를 눌러 화면을 지우고 기
도록 합니다. 
하고 있는 지역/국가의 공공 
니다. 비상 번호는 지역/국가

.

요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 해당 무선 기기가 사고 현장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을 받기 전에는 전화를 끊

)
 노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송수신기로 국제 가이드라인
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과학 
되었으며, 성별 및 건강 상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Copyright © 2009 Nokia. All rights reserved.

시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가 있는 지역은 항상 그
런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보트의 갑판 아래, 화학제품 
운송 또는 저장 시설, 공기 중에 알갱이, 먼지 또는 금
속 가루 등의 입자나 화학물질이 포함된 지역 등이 있
습니다. 프로판이나 부탄과 같은 LPG(Liquefied 
Petroleum Gas)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차량 근처에서 본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통화
중요: 본 기기는 무선 신호, 무선 네트워크, 지
상 네트워크 및 사용자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
하여 작동합니다. 본 기기가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인터넷 전화) 기능을 지원하는 경
우 인터넷 전화와 휴 폰을 모두 활성화하십
시오. 두 가지가 모두 활성화된 경우 본 기기
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와 무선 네트워
크를 통해 긴급 통화를 시도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
다. 의료상의 응급사태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알려야 할 경우 절 로 무선 기기에만 의존해
서는 안 됩니다.

긴급 통화를 걸려면 다

1. 기기가 켜져 있지 않
2. 필요한 횟수만큼 En

기가 기 상태가 되
3. 사용자가 현재 거주

비상 번호를 입력합
마다 다릅니다.

4. 통화 키를 누릅니다

긴급 통화를 걸 때는 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에서 유일한 통신 수단이
통화를 끝내도 좋다는 승
지 마십시오.

인증 정보(SAR
본 모바일 기기는 전자파
준수합니다.

본 모바일 기기는 무선 
에서 권장하는 전자파 노
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기구인 ICNIRP에서 작성
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여유도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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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에 한 노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파 
흡수율(SAR)이라는 측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ICNIRP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SAR 허용치는 인체 조직 10g당 
평균 2.0W/kg(watts/kilogram)입니다. SAR 테스트는 테
스트되는 모든 주파수 역 범위에서 인증된 최고 출
력 수준으로 송신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표준 사용 환
경에서 수행됩니다. 본 기기는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출력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작동 기기의 실제 SAR 수준은 최 값보다 낮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값은 네트워크 기지국과의 거리 등 여
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CNIRP 가이
드라인에 제시된 귀에 사용하는 기기에 한 최고 
SAR 값은 0.91W/kg입니다. 

기기 액세서리를 사용할 경우 SAR 값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SAR 값은 국가별 보고 및 테스팅 요구 조건과 
네트워크 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AR에 
한 자세한 정보는 www.nokia.com의 제품 정보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혼신
본 기기는 무선 혼신의 가능성 때문에 개인 안전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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