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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배터리 충전
휴대폰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휴대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현명한 요금제 선택
휴대폰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인터넷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이동
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정액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숙지
일부 국가에서는 전화 통화 내용 녹음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일례로, 이런 나라에서 전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현지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십시오.

중요 법적 공지(책임의 한계)
HTC 또는 그 계열사는 해당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도 계약,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수익 손실, 영업권 손실, 사업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및/또는 이윤 손실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간접적, 특수적, 결과적, 우발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HTC 또는 그 계열사가
사전에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알고 있던 경우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송 사유의 법적
이론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HTC 또는 그 계열사의 총체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법적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상을 예방하고 휴대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안전 및 규정 가이드도 읽어 주십시오. 이 가이드에서 휴대폰에 대한 규정 정보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원 사이트 www.htc.com/support 에서 안전 및 규정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다른 유용한 자원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
Copyright © 2010 HT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HTC 로고, HTC quietly brilliant 로고, HTC Desire, HTC Sense, Footprints, HTC Sync, 및 HTC
Care 는 HTC Corporation 의 상표 및/또는 서비스 마크입니다.
Copyright © 2010 Google Inc. 허가 하에 사용합니다.
Google, Google 로고, Android, Google Search, Google Maps, Gmail, Google Mail, YouTube,
Android Market 및 Google Talk 는 Google Inc. 의 상표입니다.
Google, Google 로고 및 Google Maps 는 Google, Inc. 의 상표입니다. TeleAtlas® Map Data
©2010. Street View Images ©2010 Google.
Microsoft, Windows, Windows XP, Windows Vista, Active Sync 및 Outlook 은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 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및 Bluetooth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의 상표입니다.
Wi-Fi는 Wireless Fidelity Alliance, Inc. 의 등록 상표입니다.
microSD 는 SD Card Association 의 상표입니다.
Java, J2ME 및 다른 모든 Java 기반 마크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Sun Microsystems, Inc. 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Facebook 은 Facebook, Inc. 의 상표입니다.
Twitter 는 Twitter, Inc. 의 상표이며 라이센스 하에 사용됩니다.
Flickr 는 Yahoo! Inc. 의 상표입니다.
하나 이상의 다음 특허 하에 QUALCOMM Incorporated 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4,901,307 5,490,165 5,056,109 5,504,773 5,101,501 5,778,338 5,506,865 5,109,390 5,511,073
5,228,054 5,535,239 5,710,784 5,267,261 5,544,196 5,267,262 5,568,483 5,337,338 5,659,569
5,600,754 5,414,796 5,657,420 5,416,797
이 설명서에 언급된 기타 모든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각 소유권자의 상표,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입니다.
HTC 는 여기에 포함된 기술적 또는 편집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설명서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있는 그대로”제공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C는 언제든지 사전
예고 없이 본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HTC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복사, 기록, 검색 시스템에의 저장을 포함하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어떠한 형태 또는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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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호입니다. 참고는 특정 동작 선택 시 휴대폰에 나타나는 결과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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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중요한 정보에는 특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 또는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기호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안전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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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색인

기본
상자 내용물
상자 안에는 다음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USB 케이블
 AC 어댑터
 3.5mm 스테레오 헤드셋
 배터리
 microSD 카드 (사전 설치되어 있음)
 빠른 시작 가이드
 안전 및 규정 가이드

휴대폰의 구성
앞면
1

7

8

6
2
5

3

1

4

수화기
여기를 통해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2 메뉴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의 목록이 열립니다.

기본

3 홈
 모든 응용 프로그램 또는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인 초기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의 스냅샷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창이 열립니다.
4 검색
이 버튼을 누르면 빠른 검색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휴대폰 및 웹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5 뒤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대화상자, 옵션 메뉴, 알림 창 또는 터치 키보드가 닫힙니다.
6 광학 트랙볼
자세한 내용은“광학 트랙볼로 터치 스크린 조작”을 참고하십시오.
7 알림 LED
이 LED 는:
 휴대폰이 전원 어댑터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녹색이 점등됩니다.
 대기 중인 알림이 있으면 녹색이 점멸합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이면 빨강이 점등됩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빨강이 점멸합니다.
8 터치 화면

뒷면

9

12

11

10

9 5 백만화소 카메라
10 뒷면 덮개
11 LED 플래시
12 스피커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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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면
14

13
13 전원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이 켜집니다.
 휴대폰이 켜져 있고 화면이 잠겨져 있지 않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화면이 꺼지거나 켜집니다.
 화면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휴대폰 끄기, 무음 모드, 진동 모드 또는 비행
모드, 데이터 연결 켜기/끄기의 옵션 메뉴가 열립니다.
14 3.5mm 오디오 잭
핸즈 프리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3.5mm 스테레오 헤드셋을 연결합니다.

왼쪽면

15

16

15 볼륨 크게
 통화 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수화기 볼륨이 커집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 볼륨이 커집니다.
 동영상을 보거나 FM 라디오를 들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커집니다.
16 볼륨 작게
 통화 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수화기 볼륨이 작아집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 볼륨이 작아집니다.
 동영상을 보거나 FM 라디오를 들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기본

아랫면
18
17
17 USB 커넥터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컴퓨터에서 HTC 동기화로 휴대폰을 동기화하기 위해 제공된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8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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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켜기 전에
뒷면 덮개
뒷면 덮개 제거
뒷면 덮개를 제거하면 배터리 수납부, SIM 카드 슬롯 및 저장소 카드 슬롯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을 끄고 휴대폰의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단단히 잡습니다.
2. 전원 버튼 근처에 있는 작은 틈에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을 넣어 뒷면 덮개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뒷면 덮개 설치
1. 먼저 뒷면 덮개의 아랫 부분을 휴대폰 뒷면의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맞춰 고정시킵니다.

2. 뒷면 덮개의 옆면과 윗 부분을 눌러 덮개를 닫습니다. 뒷면 덮개가 제자리에 맞으면 찰칵하는 소리가
납니다.

기본

SIM 카드
SIM 카드에는 전화 번호, 서비스 세부 정보 및 전화 번호부/메시지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휴대폰은 1.8V 및 3V SIM 카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기존의 일부 SIM 카드는 본 휴대폰에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SIM 카드 교체에 대한 내용은 이동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유료일 수 있습니다.

SIM 카드 설치
1. 뒷면 덮개를 제거합니다.“뒷면 덮개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2.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터리를 제거합니다.“배터리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3. SIM 카드의 금색 접촉부가 아래로 향하고, 잘린 모서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합니다.

4. SIM 카드를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SIM 카드 제거
1. 뒷면 덮개를 제거합니다.“뒷면 덮개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2.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터리를 제거합니다.“배터리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3. 슬롯의 뒤쪽에서 SIM 카드를 바깥쪽으로 누른 다음 SIM 카드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저장소 카드
휴대폰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microSD 카드에 사진, 음악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카드 설치
1. 뒷면 덮개를 제거합니다.“뒷면 덮개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2.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터리를 제거합니다.“배터리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3. microSD 카드를 금색 접촉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슬롯에 넣고 찰칵하고 제자리에 맞을 때까지
안쪽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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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카드 제거
1. 뒷면 덮개를 제거합니다.“뒷면 덮개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2.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터리를 제거합니다.“배터리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3. 저장소 카드를 안쪽으로 눌러 슬롯에서 꺼냅니다.

휴대폰이 켜져 있을 때 저장소 카드 제거
휴대폰이 켜져 있을 때 저장소 카드를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저장소 카드에 있는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저장소 카드를 마운트 해제하십시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SD 및 휴대폰 저장 공간 을 누릅니다.
3. SD 카드 마운트 해제 를 누릅니다.
4. “저장소 카드 제거”의 설명에 따라 저장소 카드를 제거합니다.

배터리
본 휴대폰에는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폴리머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제공되며, 본 휴대폰은
제조업체 지정 정품 배터리와 액세서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네트워크
구성, 신호 강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환경 온도, 선택하고 사용하는 기능 및/또는 설정, 포트에 연결된
장치, 음성, 데이터 및 기타 프로그램의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터리 설치
1. 뒷면 덮개를 제거합니다.“뒷면 덮개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2. 배터리의 접촉부쪽을 먼저 삽입한 다음 배터리를 수납부에 맞춰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

기본

배터리 제거
1. 뒷면 덮개를 제거합니다.“뒷면 덮개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2. SIM 카드 슬롯 근처에 있는 홈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들어올립니다.

배터리 충전
처음 사용 시 배터리는 완전하게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배터리는 완전 충전/방전 주기를 몇 번 반복한 후에 최적 상태가 됩니다.
1. 전원 플러그를 AC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 USB 케이블의 한 쪽 끝을 휴대폰의 동기화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 USB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AC 어댑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4. AC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배터리 충전을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안 LED 표시등은 빨간색이 점등됩니다. 휴대폰이 완전히 충전되면 이 표시등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휴대폰이 켜져 있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면 초기 화면의 상태 표시줄에 배터리 충전 아이콘(
표시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초기 화면의 상태 표시줄에 배터리 충전 완료 아이콘(
표시됩니다.

)이
)이

 배터리 충전에는 반드시 휴대폰과 함께 제공된 AC 어댑터와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AC 어댑터 또는 차량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과열되면 안전을 위해 충전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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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배터리 충전기 사용 방법
HTC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따로 충전 하실 수 있습니다.
1. 배터리 충전기를 USB sync 케이블에 연결된 AC 어답터에 연결하십시요.
2. 다음 중 한가지를 실행하십시요.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신 후, 배터리 충전기에 금속 충전부위를 먼저 삽입하신 후, 나머지 부분을 살짝
눌러 삽입합니다.
 배터리 장착되면 다음과 같이 LED로 배터리 충전 상태를 표기 됩니다.

• 흰색 LED가 반짝거림 : 충전 중
• 흰색 LED가 켜져 있음: 충전 완료
• LED가 꺼져 있음: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배터리가 잘못 삽입됨.

손가락 동작
누르기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화면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설정 아이콘과 같은 항목을 선택하거나,
화면 위의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손가락으로 그 위를 가볍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기
웹 페이지의 연락처나 링크와 같은 항목의 사용 가능한 옵션을 열려고 할 때 해당 항목을 길게 누릅니다.
쓸어 넘기기
손가락을 화면 또는 광학 트랙볼에서 세로 또는 가로로 빠르게 쓸어 넘기는 동작입니다.
끌기
끌기 전에 손가락에 약간 힘을 주어 길게 누릅니다. 끄는 동안 목적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십시오.
플릭
손가락을 쓸어 넘기기 동작보다 가볍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손가락 동작은 연락처 또는 메시지
목록을 넘길 때처럼 항상 세로 방향입니다.
회전
대부분의 화면에서 휴대폰을 측면으로 돌리면 화면 방향이 자동으로 세로 가로로 전환이 됩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휴대폰을 가로로 돌리면 더 큰 키보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핀치
사진 또는 웹 브라우저와 같은 일부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사진 또는 웹 페이지를 볼 때 손가락 두
개(예: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벌리거나 오므려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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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SIM 카드와 배터리를 설치하면 휴대폰을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켜기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으로 휴대폰을 켜면 휴대폰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처음 휴대폰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처음 휴대폰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PIN 입력
SIM 카드에 PIN (개인 식별 번호) 이 사전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PIN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SIM PIN
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SIM PIN 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보안 부분에서“휴대폰 보호”를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의 SIM 카드에는 이동 통신사가 제공한 PIN (개인 식별 번호) 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입력
창이 나타나면 사전 설정된 PIN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르십시오. PIN을 세 번 잘못 입력하면 SIM 카드가
차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PUK (PIN 차단 해제 키) 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끄기
휴대폰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전원을 꺼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이 꺼져 있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다시 켭니다.
2. 잠금 화면이 표시되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화면 잠금 해제”를
참고하십시오.
3. 전원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릅니다.
4. 휴대폰 옵션 메뉴가 나타나면 종료 를 누릅니다.
5. 휴대폰 종료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릅니다.

처음 휴대폰 설정
처음으로 휴대폰을 켜면 전자 메일 계정 및 Facebook®, YouTube™, Twitter™ 와 같은 즐겨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설정을 도와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을 완료하거나, 이 과정을
건너뛰고 나중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용하려는 휴대폰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2. 휴대폰은 SIM 카드에 따라 GPRS/3G, MMS 또는 WAP 연결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SIM 카드를 설치하지 않고 처음으로 휴대폰을 켜면 휴대폰에 SIM 카드와 배터리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이표시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SIM 카드를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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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폰에 터치 키보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설명에 따라 터치 키보드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이 과정을 생략하려면 건너뛰기 를 누릅니다.
4. 인터넷 연결 화면에서 인터넷 연결 방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5. 전자 메일, 연락처, 날씨와 같은 데이터의 동기화 방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6. 주변에 Wi-Fi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 Wi-Fi 네트워크에의 연결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을 누르고 연결하려는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거나, Wi-Fi 네트워크 연결 확인란을 해제하고
다음 을 눌러 나중에 Wi-Fi 연결을 설정합니다.
7. 날씨, Footprints 와 같은 일부 휴대폰 기능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검색하기 위해
Google의 위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위치 정보 수집 화면에서 Google의 위치 서비스 사용을 위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제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통신사로부터 추가적인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의 위치
설정에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8. 계정 설정 화면에서 설정하려는 계정 종류를 선택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을 완료합니다.
계정을 나중에 설정하려면 건너뛰기 를 누릅니다.
 Google 계정을 설정하려면 Google 계정 > 다음 > 로그인 을 누르고 Google 계정 세부 정보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을 누릅니다.
 POP3 및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은 계정 및 동기화, 전자 메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계정을 설정한 후 계정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 다른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을 모두
마치면 다음 을 누릅니다.
9. 소셜 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휴대폰에서 액세스하려는 Facebook (HTC Sense 의 경우),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계정 종류를 선택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나중에 설정하려면 건너뛰기 를 누릅니다. HTC Sense 의
Facebook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계정 설정을 마치면 소셜 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다음 을 누릅니다.
10. 일부 데이터와 설정은 저장소 카드에 자동으로 백업됩니다. 데이터와 설정이 저장소 카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확인란을 해제하고 확인 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에
백업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업, 업데이트 및 초기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 마지막 화면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 정보가 표시됩니다. 마침 을
누릅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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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모드
절전 모드는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 동안 휴대폰을 저전력 상태로
유지하는 모드입니다. 휴대폰이 절전 모드인 상태에서도 메시지와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정 부분에서“화면 끄기 전 시간 조정”을
참고하십시오.

절전 모드로 전환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이 일시적으로 꺼지고 휴대폰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휴대폰은 절전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절전 모드로 전환되면 휴대폰의
버튼이나 터치 화면이 가방이나 주머니 안에서 우발적으로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 해제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폰의 절전 모드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절전 모드를 수동으로 해제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휴대폰의 화면이 잠겨져 있을 것입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은“화면 잠금
해제”를 참고하십시오.

화면 잠금 해제
잠금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바를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화면 잠금을 해제하거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십시오.

잠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설정한 경우에는 화면에 패턴 그리기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부분에서“화면 잠금으로 휴대폰 보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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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면
초기 화면에는 현재 위치의 시간과 날씨를 알려주는 날씨 시계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초기 화면에 원하는 항목이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바로 가기,
폴더, 위젯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면 해당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을 개인 설정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확장된 초기 화면
초기 화면을 화면 너비 밖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아이콘, 위젯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인 초기 화면
이외에도 6개의“추가”화면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화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초기 화면 탐색
초기 화면에서 손가락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밀어 확장된 초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초기 화면에서 홈을 누르면 메인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연결 보기를 사용하여 특정 화면으로 바로 이동
1. 초기 화면에서 화면을 핀치하면 바로 연결 보기에 7개의 화면이 축소된 크기로 표시됩니다.
메인 초기 화면에서 홈 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 보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열려는 화면을 누릅니다.

기본

휴대폰 상태 및 알림
휴대폰 상태 아이콘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상태 표시줄의 휴대폰 상태 영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GPRS 연결됨
GPRS 사용 중
EDGE 연결됨
EDGE 사용 중
3G 연결됨
3G 사용 중
HSPA 연결됨
HSPA 사용 중
Wi-Fi 네트워크에 연결
Bluetooth 켜짐
Bluetooth 장치에 연결됨
비행 모드
알람 설정됨
스피커폰 켜짐
데이터 동기화 중
신호 강도
로밍
신호 없음
SIM 카드 없음
진동 모드
폰 스피커 음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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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마이크 음소거
배터리 매우 부족 (잔량 10%)
배터리 부족 (잔량 20%)
배터리 충분
배터리 충전 중
유선 마이크 헤드셋 연결됨
유선 헤드셋 연결됨

알림 아이콘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상태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 Gmail/Google Mail 메시지
새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또는 POP3/
IMAP 전자 메일
새 SMS/MMS
SMS/MMS 전달 문제
새 Google Talk 채팅 메시지
새 음성메일
예정된 이벤트
노래 재생 중
일반적인 알림 (예: USB 케이블을 통해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
저장소 카드 사용 가능 공간 부족
Wi-Fi가 켜져 있고 무선 네트워크 사용 가능
데이터 동기화 중 또는 HTC 동기화에 연결됨
새 트윗
FM 라디오 응용 프로그램 사용 중

기본

더 많은 (표시되지 않은) 알림
진행 중인 통화
부재 중 전화
보류 중인 통화
착신 전환 켜짐
나침반 방향 설정 필요
데이터 업로드 중 (애니메이션)
데이터 다운로드 중 (애니메이션)
업로드 대기 중
다운로드한 Android 마켓 응용 프로그램 설치됨
Android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있음
저장소 카드 안전하게 제거 가능 또는 저장소 카드
준비 중
휴대폰에 설치된 저장소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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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확인
상태 표시줄의 알림 아이콘은 새 메시지 도착, 캘린더 일정, 알람 설정을 비롯하여, 착신 전환 설정 또는
현재 통화 상태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설정을 알려줍니다. 알림 창을 열면 메시지, 미리 알림 또는
이벤트 알림을 열 수 있으며, 이동 통신사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창 열기
상태 표시줄에 새 알림 아이콘이 표시될 때 손가락으로 상태 표시줄을 누른 다음 아래로 내리면 알림
창이 열립니다.

여러 개의 알림이 있을 경우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더 많은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알림 을 눌러 초기 화면에서 알림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알림 창 닫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손가락으로 알림 창의 하단을 누른 다음 화면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광학 트랙볼로 터치 스크린 조작
손가락 이외에도 광학 트랙볼을 사용하여 휴대폰의 터치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광학 트랙볼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손가락을 원하는 방향으로 미십시오.

확장된 초기 화면으로 이동
초기 화면의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미십시오. 초기 화면의 왼쪽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미십시오.

화면 위의 항목 선택
화면 위에서 이동하려는 방향에 따라 손가락을 상, 하, 좌, 우로 미십시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항목을
선택 (강조 표시) 하려면 손가락을 위로 미십시오. 항목을 열려면 트랙볼을 누르십시오.

탭 선택
화면 아래에 탭이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탭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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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입력 시 커서 이동
단어에서 한 자 뒤로 또는 앞으로 이동하려면 손가락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미십시오. 텍스트 줄의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려면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미십시오.

웹 페이지에서 링크 선택
1. 웹 페이지에서 다음 링크로 이동하려면 손가락을 아래로 미십시오.
2. 링크가 선택되었을 때 광학 트랙볼을 누르면 링크가 열립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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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조절
벨소리 볼륨을 조절하면 휴대폰 벨소리 볼륨이 변경되고, 미디어 볼륨을 조절하면 소리 알림, 음악 또는
동영상 재생 볼륨이 변경됩니다. 벨소리 볼륨과 미디어 볼륨은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볼륨 조절
1. 휴대폰의 왼쪽면에서 볼륨 크게 또는 볼륨 작게 버튼을 눌러 벨소리 볼륨을 원하는 레벨로
조절합니다. 화면에 벨소리 볼륨 창이 나타나고 볼륨 레벨이 표시됩니다. 최저 벨소리 볼륨 레벨
(무음 모드) 에서 볼륨 작게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휴대폰이 진동 모드로 설정됩니다. 휴대폰이
진동하고 상태 표시줄에 진동 모드 아이콘 (
) 이 나타납니다.
2. 진동 모드에서 볼륨 크게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무음 모드로 전환됩니다. 상태 표시줄에 스피커 음소거
아이콘 (
) 이 표시됩니다.
휴대폰을 빠르게 무음 모드로 전환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무음 모드 를 누르십시오.

미디어 볼륨 조절
음악을 재생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 휴대폰의 왼쪽면에서 볼륨 크게 또는 볼륨 작게 버튼을 눌러 미디어
볼륨을 조절합니다. 화면에 음악/동영상 볼륨 창이 나타나고 볼륨 레벨이 표시됩니다.
설정 화면에서 미디어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 미디어 볼륨 을 누릅니다.
2. 미디어 볼륨 창이 나타나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끌어 볼륨을 낮추거나 오른쪽으로 끌어 볼륨을
높입니다.
3. 확인 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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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휴대폰 연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PC에 연결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USB 연결
유형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완료 를 누르십시오.
충전만
컴퓨터를 사용하여 휴대폰 배터리만 충전하려면 이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HTC 동기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컴퓨터에 연결할 때 휴대폰이 자동으로 HTC 동기화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휴대폰 사이에 Outlook 과 Windows Address Book (Outlook Express), 연락처, 캘린더 일정을
동기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HTC 동기화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디스크 드라이브
이 모드는 휴대폰에 microSD 카드를 설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저장소
카드로 사용하고, 휴대폰의 저장소 카드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복사하려면 이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휴대폰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 디스크 드라이브 모드를 활성화하면 저장소 카드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예: 음악, 사진 등) 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를 참고하십시오.
인터넷 공유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이 없으면 이 모드를 선택하여 휴대폰의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컴퓨터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부분에서“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PC에 연결 대화 상자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PC에 연결 대화 상자에서 내게
물어보기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기본 연결 유형이 사용됩니다.
기본 연결 유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PC에 연결 대화 상자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PC 에 연결 을 누르십시오.

기본

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
1.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PC 에 연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디스크 드라이브 를 누른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3. 컴퓨터에서 연결된 휴대폰이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됩니다. 이 이동식 디스크로 이동하여 엽니다.
4.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컴퓨터에서 휴대폰 저장소 카드의 루트 폴더로 파일을 복사합니다.
 휴대폰의 저장소 카드에서 컴퓨터 폴더 또는 컴퓨터 바탕 화면으로 파일을 복사합니다.
5. 파일을 복사한 후, 휴대폰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동식 디스크 (연결된 휴대폰) 를 마운트 해제합니다.
6.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컴퓨터에서 휴대폰을 분리합니다.
 휴대폰을 컴퓨터에 계속 연결한 상태에서 저장소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알림 창을 열고 디스크
드라이브 를 누른 다음 디스크 드라이브 이외의 다른 옵션을 선택하고 완료 를 누릅니다. 알림
창을 여는 방법은“알림 창 열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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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웹 검색
빠른 검색 상자 를 사용하여 휴대폰 또는 웹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또는 메일과 같은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자체 검색 상자가 있어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상자의 왼쪽에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이 표시됨).

웹 및 빠른 검색 상자 옵션 설정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검색 을 누릅니다.
3. Google 검색 설정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검색할 때 Google 추천을 포함하려면 웹 추천 표시 를 선택합니다.


검색 기록 을 선택하여 개인 설정한 검색 기록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웹 추천 표시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4. 검색 가능 항목 을 누른 다음, 검색할 때 포함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빠른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웹 및 휴대폰 검색
1. 홈 >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검색 또는 휴대폰 및 웹에서 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검색 상자에 검색 항목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휴대폰에서 일치하는 항목과 Google 웹
검색의 추천 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추천 항목은 검색 설정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웹 및 빠른 검색 상자
옵션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검색하려는 항목이 추천 목록에 있으면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누릅니다. 항목이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립니다.
 검색하려는 항목이 목록에 없으면 웹 검색을 위해
Google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을 누릅니다. 웹 브라우저가 열리고

개인 설정
휴대폰 개인 맞춤
휴대폰의 보기와 소리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십시오. 배경 화면과 벨소리를 비롯하여 문자
수신, 전자 메일 수신, 일정 미리 알림 등을 알려주는 알림음을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은 사용자 설정 기능이 뛰어나고 화면 너비를 넘어 확장할 수 있어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보와 더욱 신속하고 빠른 통신을 위한 다양한 휴대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대 7개의 화면을 초기 화면의 좌우로 확장하여 위젯, 프로그램 아이콘, 정보로 바로 가기
등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림음을 설정하는 방법은“소리 설정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벨소리 변경
휴대폰에 있는 벨소리 중에서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개인 설정 > 기본 벨소리 를 누릅니다. 벨소리 선택 메뉴가 열립니다.
3. 사용 가능한 벨소리 중에서 사용하려는 벨소리를 누릅니다. 선택된 벨소리가 짧게 재생됩니다.
4. 확인 을 누릅니다.
벨소리 또는 노래를 휴대폰의 저장소 카드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소 카드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은“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를 참고하십시오.
저장소 카드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한 벨소리 또는 노래는 벨소리 선택 메뉴에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음악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소 카드에 있는 벨소리 또는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해야 합니다.
음악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벨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은 음악 부분에서“노래를 벨소리로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휴대폰이 지원하는 오디오 파일 형식의 목록은“사양”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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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으로 휴대폰 개인 설정
Scene 을 사용하여 한 대의 휴대폰을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Scene 은 휴대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개인 설정 초기 화면 배열입니다 Scene 전환을 통해 휴대폰을 완벽한 주말
휴대폰, 여행 휴대폰, 회사 휴대폰 또는 순수한 여행용 휴대폰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된 Scene 사용
휴대폰에는 생활의 다양한 순간을 반영하는 배경 화면과 위젯 세트로 사전 구성되어 있는 Scene 기능이
있어 회사, 여가, 여행 또는 사교 생활에 적합한 Scene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Scenes 을 누릅니다.
2. Scenes 선택 메뉴에서 사전 설정된 Scene 을 선택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HTC (기본)

회사

여행

Scene 사용자 설정 및 저장
사전 설정된 Scene 을 선택한 후, 위젯 및 다른 요소를 추가하거나, 배치를 정렬하거나, 배경 화면을
변경하거나, 초기 화면 전체를 개인 설정 Scene 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Scenes 을 누릅니다.
2. Scenes 선택 메뉴에서 이미 위젯으로 구성된 사전 설정된 Scene 을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초기
화면을 꾸미려면 새로 시작 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위젯 및 다른 요소를 추가합니다.
4. 초기 화면의 배치를 원하는 대로 정렬합니다.
5. 초기 화면의 배경 화면을 변경합니다. 잠금 화면의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 초기 화면 꾸미기를 완료하면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Scenes 을 다시 누릅니다.
7. My Scene 에 현재 (저장되지 않음)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8. 초기 화면의 새 Scene 이름을 입력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또는, 이미 만든 Scene 의 경우에는
같은 Scene 이름을 입력하고 완료 를 누른 다음 바꾸기 를 누릅니다.

개인 설정

Scene 이름 바꾸기 또는 삭제
사용자가 만든 개인 설정한 Scene 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된 Scene 은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개인 설정 > Scenes 을 누릅니다.
2. My Scene 에서 Scene 을 길게 누르고 이름 바꾸기 또는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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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화면 변경
초기 화면의 배경 화면을 좋아하는 사진으로 개인 설정하여 휴대폰의 느낌과 모습을 빠르고
쉽게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 화면 또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초기 화면에 애니메이션 배경 화면을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화면으로 선택한 배경 화면을 잠금 화면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배경 화면 을 누릅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라이브 배경 화면 을 눌러 사전 설정되어 있는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선택합니다.
 사진 을 눌러 카메라를 사용하여 찍은 사진이나 저장소 카드에 복사한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자른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HTC 바탕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3. 배경 화면을 변경한 후에는 만든 Scene 에 저장하거나 새 Scene 으로 저장합니다. Scene 을
저장하는 방법은“Scene 사용자 설정 및 저장”을 참고하십시오.

개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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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으로 초기 화면 개인 설정
위젯을 통해 초기 화면에서 중요한 정보와 미디어 컨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 초기
화면에는 일부 위젯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위젯 목록에서 위젯을 추가하거나, 더 많은
위젯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
일정, 음악, 사진 앨범, Friend Stream, Twitter 등과 같은 다양한 위젯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화면에서 새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초기 화면 탐색”을 참고하십시오.
2.

을 누르거나 초기 화면을 길게 눌러 초기 화면에 추가 옵션 메뉴를 엽니다.

3. 위젯 을 누른 다음 원하는 위젯을 선택합니다.
4. 대부분의 HTC 위젯은 사용자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좌/우 화살표를 눌러 다른 스타일을 보고 선택 을 눌러 선택합니다.

Wi-Fi, 모바일 네트워크, Bluetooth 등과 같은 휴대폰의 특정 설정을 빠르게 켜거나 끄는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설정 을 누른 다음 원하는 위젯을 누르십시오.

HTC 위젯 다운로드
재미있고 유용한 HTC 위젯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화면에서 새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초기 화면 탐색”을 참고하십시오.
2.

을 누르거나 초기 화면을 길게 눌러 초기 화면에 추가 옵션 메뉴를 엽니다.

3. 위젯 을 누른 다음 더 많은 HTC 위젯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눌러서 위젯을 선택합니다.
5. 세부 정보 를 눌러 위젯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봅니다. 다 읽은 후에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6. 위젯을 다운로드하여 초기 화면에 추가할 준비가 되면 다운로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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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면에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및 바로 가기 추가
초기 화면에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추가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
설정 및 북마크한 웹 페이지, 전화 번호, 음악 재생 목록, 경로 방향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정보의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가기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1. 홈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화면에서 새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초기 화면 탐색”을 참고하십시오.
2.

을 누르거나 초기 화면을 길게 눌러 초기 화면에 추가 옵션 메뉴를 엽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추가하려면 프로그램 을 누른 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설정 또는 정보의 바로 가기를 추가하려면 바로가기 를 누른 다음 정보 유형 또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초기 화면에 추가하려면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길게 누르십시오. 손가락을 떼지 말고 아이콘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은 다음 손가락을 떼십시오.

개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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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면에 폴더 추가
폴더를 사용하여 관련 응용 프로그램 또는 다른 바로 가기를 그룹으로 정리하면 초기 화면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수신 파일, Facebook 전화번호부 등과 같이 최신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 폴더 만들기 및 항목 추가
1. 홈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화면에서 새 폴더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초기 화면 탐색”을 참고하십시오.
2.

을 누르거나 초기 화면을 길게 눌러 초기 화면에 추가 옵션 메뉴를 엽니다.

3. 폴더 를 누른 다음 새 폴더 를 누릅니다.
4. 폴더에 추가하려는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또는 바로 가기를 길게 누릅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손가락을 떼지 마십시오.
5.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또는 바로 가기를 폴더 위에 끌어다 놓습니다.

폴더를 눌러서 열면 폴더 안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바로가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 바꾸기
1. 폴더를 눌러서 엽니다.
2. 폴더 창의 제목 표시줄을 길게 누릅니다.
3. 새 폴더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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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면의 위젯 및 아이콘 재정렬 또는 삭제
초기 화면의 위젯과 아이콘을 재정렬하여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위젯과 아이콘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 또는 아이콘 이동
1. 이동하려는 위젯 또는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휴대폰이 진동하고 위젯 또는 아이콘 근처에 녹색 상자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떼지 마십시오.
2. 위젯 또는 아이콘을 화면의 새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위젯 또는 아이콘을 다른 초기 화면 창으로 끌어다 놓으려면 화면의 오른쪽 또는 왼쪽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3. 위젯 또는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손가락을 뗍니다.
손가락을 뗀 후, 위젯 또는 아이콘을 추가할 공간이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끌어 다른 초기 화면 창으로 이동하십시오.

위젯 또는 아이콘 삭제
1. 삭제하려는 위젯 또는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휴대폰이 진동하고 위젯 또는 아이콘 근처에 녹색 상자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떼지 마십시오.
2. 휴대폰 버튼이 삭제 버튼으로 바뀌면, 위젯 또는 아이콘을 삭제 버튼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3. 위젯 또는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손가락을 뗍니다.

전화 통화
전화 걸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SIM 카드에는 이동 통신사가 제공한 PIN (개인 식별 번호) 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입력
창이 나타나면 사전 설정된 PIN을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르십시오. PIN을 세 번 잘못 입력하면 SIM 카드가
차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PUK (PIN 차단 해제 키) 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부분에서“차단된 SIM 카드 복구”를 참고하십시오.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 걸기
직접 전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 다이얼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 다이얼 참고) 연락처
목록의 연락처 또는 통화 기록에서 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휴대폰의 키패드에서 키를 눌러 숫자 또는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나 글자를 입력하면
누른 키에 일치하는 번호와 이름이 창에 표시됩니다.
틀린 숫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누르십시오.

을 눌러 숫자를 지우십시오. 번호 전체를 지우려면

을 길게

3. 휴대폰의 키패드를 닫고 일치하는 번호나 연락처를 더 보려면
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을
보려면 목록을 플릭하거나 목록의 위 또는 아래로 손가락을 천천히 미십시오.
4.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전화를 겁니다
 목록에 일치하는 연락처가 없으면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전화 걸기 를 누릅니다.
 목록에서 전화 번호 또는 연락처를 누릅니다.
 연락처와 연결된 다른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연락처 이름의 오른쪽에서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에서 전화를 걸려는 번호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스마트 다이얼
스마트 다이얼 기능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걸려는
사람의 첫 몇 글자를 입력하면 스마트 다이얼이 자동으로 연락처 목록 (휴대폰과 SIM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과 통화 기록에서 전화 번호를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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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번호로 전화 걸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휴대폰의 키패드에서 전화를 걸려는 연락처의 단축 번호를 길게 누릅니다.
휴대폰의 키패드에서 1번은 보통 음성메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성메일에
연결하여 음성메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단축 번호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단축 번호 > 새로 추가 를 누릅니다.
3. 추가하려는 연락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이 목록에 나타나면 이름을 누릅니다.
4. 단축 번호 화면에서 사용할 연락처 전화 번호를 선택하고 단축 번호를 선택합니다. 저장 을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의 전화 번호로 전화 걸기
1. 홈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 를 누른 다음 전화 번호가 있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2. 메시지 목록에서 전화 번호가 있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3. 링크 선택 화면에서 전화를 걸려는 번호를 누릅니다.
4. 필요한 경우 전화 번호를 편집한 다음 전화 걸기 를 누릅니다.
메시지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려면 모든 메시지 목록에서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전화 걸기
를 누르십시오.

문자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자 메일의 전화 번호로 전화 걸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메일 을 누릅니다.
2. 전화번호가 있는 전자 메일이 위치하는 전자 메일 계정을 엽니다.
3.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전자 메일을 눌러서 엽니다.
4. 전자 메일 본문에서 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 번호가 이미 입력된 전화 걸기 화면이 열립니다.
휴대폰은 5자리 이상의 숫자와 다음과 같은 기호가 있는 번호를 전화 번호로 인식합니다.
 앞에“+”가 있는 번호. 예: +1-987-654-321 또는 +1987654321.
 앞에 괄호 안 숫자가 있는 번호. 예: (02) 987654321 또는 (02) 987-654-321.
 대시로 구분된 번호. 예: (02) -987-654-321 또는 0987-654-321.
5. 전화 걸기 를 누릅니다.
전자 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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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전화 걸기
휴대폰에 SIM 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SIM 카드가 차단된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비상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현지의 국제 비상 전화 번호 (예: 000) 를 누른 다음 전화 걸기 를 누릅니다.
추가적인 비상 전화 번호가 SIM 카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화면 잠금 해제 패턴 및/또는 SIM 잠금을 활성화하고 잠금 해제 패턴 또는 SIM PIN을 잊은 경우에도
화면에서 비상 전화 를 눌러 긴급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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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기
연락처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 전화 화면이 나타나고 발신자의 발신자 번호 아이콘, 이름 및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 전화 화면에 기본
발신자 번호 아이콘과 전화 번호만 나타납니다.

걸려오는 전화 받기
화면 상태에 따라:
 화면이 켜져 있으면 응답 을 누릅니다.
 화면이 꺼져 있으면 화면이 켜지고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바를 아래로 끌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거부하지 않고 벨소리 음소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볼륨 작게 버튼을 누릅니다.
 평평한 표면에 휴대폰의 앞면이 아래로 가도록 놓습니다.
휴대폰의 앞면이 이미 아래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휴대폰을 들 때 벨소리 볼륨 자동 감소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들 때 벨소리 볼륨이 자동으로 줄어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받을 때 벨소리 작게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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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오는 전화 거부
화면 상태에 따라:
 화면이 켜져 있으면 거절 을 눌러 통화를 거부하고 음성메일로 보냅니다.
 화면이 꺼져 있으면 화면이 켜지고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잠금 화면에서 바를 위로 올려 통화를
거부하고 음성메일로 보냅니다.
 화면이 꺼져 있으면 화면이 켜지고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잠금 화면이 표시될 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거절 을 눌러 통화를 거부하고 음성메일을 보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통화를 거부하고 음성메일로 보냅니다.

통화를 거부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
발신자에게 자동으로 기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걸려오는 전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올 때 통화를 거부하고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메시지 보내기 를
누르십시오.

기본 메시지 편집
보내는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설정 > 기본 메시지 편집 을 누릅니다.
3. 새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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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옵션 사용

통화 중에 화면 위의 버튼을 사용하여 마이크의 음소거 또는 음소거 해제를 선택하거나, 스피커폰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통화 옵션을 열고 통화 추가, 통화 보류, 마이크 음소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화 처리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알림이 표시되고 해당 전화에 대한 거부 또는 수락 옵션이 표시됩니다.
통화 중에 새로 걸려온 전화를 수락하면 두 발신자 사이를 전환하며 통화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전화가 걸려올 때 응답 을 눌러 두 번째 전화를 받으면 첫 번째 전화는 보류 상태가 됩니다.
2. 발신자를 전환하려면 화면에서 통화하려는 사람을 누릅니다.

3. 현재 통화를 종료하고 다른 통화로 돌아가려면 통화 종료 를 누릅니다.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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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보류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보류 를 누르면 통화가 보류 상태가 됩니다. 통화를 보류하면 상태 표시줄에 통화
보류 아이콘 (
) 이 나타납니다. 보류한 통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보류 취소 를
누르십시오.

통화 중 마이크 음소거
화면에서
을 눌러 마이크를 켜거나 끕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상태 표시줄에 음소거 아이콘
(
) 이 나타납니다.

통화 중 스피커폰 켜기/끄기
화면에서
을 눌러 스피커폰을 켜거나 끕니다 스피커폰을 켜면 상태 표시줄에 스피커폰 아이콘
(
) 이 나타납니다.
청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커폰이 켜져 있을 때 휴대폰을 귀에 대지 마십시오.

통화 종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화를 종료하십시오.
 화면에서 통화 종료 를 누릅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켜고 통화 종료 를 누르십시오.

 제공된 유선 헤드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 번호가 연락처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통화를 종료한 후에 해당 번호를 연락처
목록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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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사용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목 표시줄에 부재 중 전화 아이콘 (
) 이 나타납니다. 연락처 응용
프로그램에서 통화 기록 탭을 사용하여 발신자를 확인하거나 사용자가 발신한 번호 및 수신한 전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을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목록에서 통화하려는 이름 또는 번호를 누릅니다.

 이름 또는 번호를 길게 눌러 옵션 메뉴를 표시하여 연락처 정보를 보거나 (번호가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재다이얼하기 전에 번호를 편집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을 눌러 특정 연락처의 통화 기록을 표시합니다.

연락처 응용 프로그램에서 통화 기록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통화 기록의 새 전화 번호를 연락처에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을 누릅니다.

3. 연락처 목록에 저장하려는 연락처 목록에 없는 수신 전화를 길게 누르고 연락처에 저장 을 누릅니다.
계정에서 연락처 만들기 창이 나타나면 Google, SIM, 휴대폰 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4. 빈 연락처 기록이 나타나면 연락처 이름과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화 번호가 휴대폰 섹션의
모바일 필드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집 전화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전화 번호를 저장하려면 모바일
버튼을 누릅니다.
5.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고 저장 을 누릅니다.
새 연락처를 추가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편집하는 방법은 연락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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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중 전화 확인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태 표시줄에 부재 중 전화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을 누릅니다.

3. 통화 기록 목록에서 받지 못한 전화는 부재 중 전화 아이콘 (

) 이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열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전화 번호 또는 연락처 이름이
표시됩니다.

통화 기록 목록 지우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을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목록에서 이름 또는 번호를 삭제하려면 이름 또는 번호를 길게 누른 다음 통화 기록에서 삭제 를
누릅니다.
 목록 전체를 삭제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두 삭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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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서비스
휴대폰을 모바일 폰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다양한 휴대폰 서비스 설정에 액세스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화 서비스에는 착신 전환, 통화 대기, 음성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서비스는 이동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통화 서비스를 열려면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전화 걸기 를 누르십시오.
음성메일 서비스
현재 사용 중인 음성메일 서비스를 표시합니다.
음성메일 설정
SIM 카드에 있는 음성메일 번호 이외에 다른 음성메일 번호를 지정합니다
음성 메시지 알림 지우기
새 음성 메시지 알림이 있을 경우에 이 옵션으로 알림을 지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
통화 거부 시 발송할 메시지를 편집하고, 통화 거부 시 발송할 메시지를 보내기전 편집 여부를 선택하며,
통화 후 알 수 없는 번호를 연락처에 추가 여부를 선택합니다.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공급자의 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수신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셀 브로드캐스트 설정
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의 채널과 언어를 구성합니다.
착신 전환
통화 중인 경우,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걸려온 전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착신 전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설정
발신자 번호, 통화 중 대기와 같은 통신사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전화 통화

비행 모드 켜기/끄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 휴대폰을 끄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비행 모드 로 전환하여 전화 기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비행 모드를 활성화하면 통화 기능, 데이터
서비스, Bluetooth, Wi-Fi를 포함하는 휴대폰의 모든 무선 전파가 꺼집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비행 모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제하여 비행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비행 모드가
활성화되면 상태 표시줄에 비행 모드 아이콘 (
) 이 표시됩니다.
비행 모드를 비활성화하면 전화 기능이 켜지고 Bluetooth 및 Wi-Fi 의 이전 상태가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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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연락처에 대하여
연락처 에서 휴대폰, 메시지 및 전자 메일을 통해 연락처와의 통신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의
Facebook 및 Flickr 계정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Google 계정, PC 및/또는 Exchange 서버와 동기화하면 이러한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가
연락처에 표시됩니다. 연락처에서 Facebook 계정의 연락처를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 동기화에
대한 내용은“휴대폰으로 연락처 가져오기”를 참고하십시오.

휴대폰으로 연락처 가져오기
다음 연락처를 휴대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Gmail/Google Mail 의 연락처 Google 계정을 설정하면 Gmail/Google Mail 연락처가 휴대폰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부분에서“Gmail/Google 메일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휴대폰의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새 연락처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Exchange ActiveSync 서버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컴퓨터의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HTC 동기화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SIM 카드 자세한 내용은“SIM 카드에서 연락처 가져오기”를 참고하십시오.
 Facebook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소셜 네트워크 계정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연락처

연락처 화면
연락처 화면을 통해 모든 연락처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자주 연락하는 사람과 그룹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화면은 다음과 같은 탭으로 구성됩니다.

1
1

2

3

4

모두 탭
Google 연락처, Exchange ActiveSync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SIM 카드에 저장된 연락처 및 Facebook
연락처 등 휴대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연락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을 사용하여 내 연락처 카드를
열거나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내 연락처 카드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2 그룹 탭
연락처를 그룹에 지정하여 SMS, MMS 또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그룹 전체에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연락처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3 온라인 디렉터리 탭
Exchange ActiveSync 또는 Facebook 계정과 같은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휴대폰에 복사하려는 연락처를
검색합니다.
4 통화 기록 탭
발신하고 수신한 전화 및 부재 중 전화가 모두 나열됩니다. 전화 통화 부분에서“통화 기록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내 연락처 카드 설정
내 연락처 카드 는 SMS, MMS, 전자 메일 또는 Bluetooth를 통해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개인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연락처 화면의 모두 탭에서 나 를 누른 다음 여기를 눌러 연락처 편집 을 누릅니다.
HTC Sense의 Facebook을 통해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에는 나 대신 Facebook 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표시됩니다..

3.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저장 을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
연락처 화면의 모두 탭에는 Google 연락처, Exchange ActiveSync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SIM 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및 Facebook 연락처 등, 모든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처음 휴대폰을 설정할 때 Google 계정과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하면, 연락처 목록에 해당 계정의 연락처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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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7

3

4

6
5

1

새 연락처를 만듭니다.

2 눌러서 내 연락처 카드를 편집합니다.
3 SIM 카드 연락처
4 이 아이콘이 나타나는 경우:
 새 문자 또는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했거나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Facebook 프로필이 업데이트되었거나 Flickr 또는 Facebook 에 사진이 추가된 경우.
 예정된 Facebook 이벤트가 있는 경우.
5 눌러서 해당 연락처의 세부 정보 화면을 엽니다.
6 이것은 연락처가 Facebook 연락처이거나 이 연락처의 Facebook 계정에 연결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7 사진 또는 아이콘을 눌러 연락처와 통신하는 방법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엽니다. 저장된 연락처
정보에 따라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또는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처의 Facebook 프로필을 보거나,
Google Maps 에서 연락처 주소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Google 연락처 또는 Facebook 연락처와 같이 특정 유형의 연락처만 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보기 를 누른
다음 연락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새 연락처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의 화면 위쪽에서 연락처 추가 를 누릅니다.
3. 연락처 계정 (예: Google 또는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동기화할 연락처의 계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휴대폰으로 연락처 가져오기”를
참고하십시오.
4.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Google, Exchange 또는 휴대폰 연락처 유형의 경우, 이름 필드를 누르고 연락처의 성과 이름을
입력한 다음 이름을 표시할 순서를 선택합니다. 확인 을 누릅니다.
 SIM 연락처 유형의 경우, 이름 필드를 누른 다음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나머지 필드에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하여 저장 을 누릅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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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모든 SIM 연락처를 휴대폰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연락처들을 휴대폰
연락처, Google 연락처 또는 Exchange ActiveSync 연락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가져오기/내보내기 > SIM 카드에서 가져오기 를 누릅니다.
3. 휴대폰에 Google 또는 Exchange ActiveSync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져온 연락처의
유형을 누릅니다.
4.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모든 연락처를 가져오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두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의 연락처만 가져오려면 화면에서 해당 연락처를 선택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change ActiveSync 계정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Exchange ActiveSync 계정에서 연락처에 액세스한 다음 이 연락처를 휴대폰에 복사합니다. 휴대폰에
Exchange ActiveSync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온라인 디렉터리 탭에서 회사 디렉터리 를 누릅니다.
3. 이름을 입력한 다음

을 누릅니다.

4. 목록에서 휴대폰에 복사하려는 연락처의 이름을 누릅니다.
5. 연락처에 저장 을 누릅니다.

연락처 정보 병합
혼동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의 중복된 연락처를 병합합니다. 휴대폰, Google 및 Facebook
계정에 똑같은 연락처가 있으면 해당 연락처 정보를 하나의 연락처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유사한 데이터를 가진 연락처를 자동으로 병합합니다. 수동으로 연락처를 병합하거나
연락처간의 링크를 해제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르십시오.

수동으로 연락처 정보 병합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휴대폰의 다른 연락처와 병합하려는 연락처의 이름 (아이콘이나 사진이 아님) 을
누릅니다.
3.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또는

(추천 링크가 있을 경우) 를 누릅니다.

4. 화면에서:
 추천 링크가 있으면

을 눌러 연락처를 선택한 계정에 링크합니다.

 연락처 추가 섹션에 있는 옵션 중 하나를 누릅니다.
5. 완료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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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간 연락처 정보 링크 해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연락처 정보 링크를 해제하려는 연락처의 이름 (아이콘이나 사진이 아님) 을 누릅니다.
3.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링크를 누릅니다.
4. 링크된 연락처 섹션에서 링크를 해제하려는 이름 옆에 있는 링크를 누릅니다.
5. 완료 를 누릅니다.

연락처 정보 편집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연락처를 길게 누른 다음 연락처 편집 을 누릅니다.
3. 연락처의 새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하여 저장 을 누릅니다.

연락처 검색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휴대폰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검색 창에서 찾으려는 연락처의 성 또는 이름의 첫 몇 글자를 입력합니다. 일치하는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연락처 목록이 길 경우에

을 눌러 터치 키보드를 숨기면 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연락처를 눌러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연락처 정보 및 대화”를
참고하십시오.

저장소 카드에 연락처 백업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가져오기/내보내기 > SD 카드로 내보내기 를 누릅니다.
3.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가져오기/내보내기 > SD 카드에서 가져오기 를 누릅니다.
휴대폰에서 SD 카드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저장소 카드로 내보낸 연락처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저장소 카드에 연락처 백업”을 참고하십시오.

3. 휴대폰에 Google 또는 Exchange ActiveSync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져온 연락처의
유형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에서 연락처 가져오기를 중지하려면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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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연락처 삭제 를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4.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릅니다.

MMS 를 통해 vCard 로 연락처 정보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전송하려는 연락처의 이름 (아이콘이나 사진이 아님) 을 길게 누른 다음 vCard 로
연락처 보내기 를 누릅니다.
3. 전송하려는 정보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4. 수신자의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SMS 를 사용하여 vCard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 를 통해 vCard 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Bluetooth 를 통해 파일을 보내는 방법은 Bluetooth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MMS 를 통해 vCard 로 내 연락처 정보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모두 탭에서 [이름] 내 연락처 를 누릅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내 연락처 정보 보내기 를 누릅니다.
4. 전송하려는 정보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5. 수신자의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SMS 를 사용하여 vCard 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 를 통해 연락처 vCard 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Bluetooth 를 통해 파일을 보내는 방법은
Bluetooth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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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그룹
그룹 탭에서 연락처를 그룹에 지정하면 SMS, MMS 또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그룹 전체에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Google 계정의 그룹을 휴대폰에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및 연락처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그룹 탭의 화면 위에서 그룹 추가 를 누릅니다.
3. 그룹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그룹에 연락처 추가 를 누릅니다.
4. 그룹에 추가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이 길면 검색 창을 사용하여 연락처를 빠르게 검색하거나,
목록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5.

을 눌러 터치 키보드를 숨기고

을 눌러 사진에서 그룹을 추가합니다.

6. 저장 을 누릅니다.

그룹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그룹 탭에서 삭제하려는 그룹을 길게 누른 다음 그룹 삭제 를 누릅니다.
사용자가 만든 그룹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서 연락처 추가 또는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그룹 탭에서 그룹을 길게 누른 다음 그룹 편집 을 누릅니다.
3.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할 그룹 이름을 누릅니다. 사용자가 만든 그룹 이름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의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그룹 사진을 변경하거나 삭제합니다.
 연락처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그룹에 연락처 추가 를 누르고 추가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그룹에서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연락처 이름의 오른쪽 옆에 있는
누릅니다.

을 누른 다음 저장 을

연락처

그룹에 SMS/MMS 메시지 또는 전자 메일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그룹 탭에서 SMS/MMS 메시지 또는 전자 메일을 보내려는 그룹을 누릅니다.
3. 그룹 작업 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그룹 메시지 보내기 를 눌러 그룹에 SMS/MMS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은 메시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동 통신사는 메시지 한 통당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5 명이 속한 그룹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5통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룹 메일 보내기 를 눌러 그룹에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전자 메일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은
전자 메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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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및 대화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를 선택하면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이 열려 해당 연락처에 저장된 정보, 해당
연락처와 교환한 메시지와 통화, Facebook 알림 등이 표시됩니다.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은 다음과 같은 탭으로 구성됩니다.

1
1

2

3

4

5

6

세부 정보 탭
연락처에 저장된 정보를 보여주고, 표시된 방법을 눌러 연락처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에 회사 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때 직장으로 전화 걸기 를 누르면 이 번호로 전화가 걸립니다.
연락처의 전화 번호 중 하나를 단축 번호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통화
부분에서“연락처에 단축 번호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2 메시지 탭
연락처와 교환한 SMS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누르면 내용이 표시됩니다. 새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새 메시지 를 누릅니다.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이메일 탭
연락처로부터 수신한 전자메일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를 누르면 내용이 표시됩니다. 새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새 이메일 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업데이트 및 일정 탭
연락처의 Facebook 상태, 업데이트 및 일정을 보여주고 Flickr의 새 사진 업로드 상태를 보여줍니다.
연락처의 생일 알림이 있으면 알림을 눌러 연락처에 바로 전화를 걸거나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일정을 보려면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Facebook 에
링크 를 누릅니다.
5 사진 탭
연락처의 Facebook 및 Flickr 사진 앨범을 보여줍니다. 앨범을 눌러 앨범에 있는 사진을 봅니다.
사진 앨범을 보려면 Facebook 및 Flickr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Facebook
에 링크 및/또는 Flickr 에 링크 를 누릅니다.
6 통화 기록 탭
연락처와의 수신, 발신 및 부재 중 통화가 모두 나열됩니다. 목록에 표시된 번호를 눌러 연락처에 전화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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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위젯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그룹을 연락처 위젯에 추가하여 휴대폰의 초기 화면에서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위젯을 사용하면 한 번의 누름으로 즐겨 찾는 연락처에 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 위젯 추가
초기 화면에서 손가락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밀어 연락처 위젯을 찾으십시오. 초기 화면에서 연락처
위젯을 찾을 수 없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위젯을 초기 화면에 추가하십시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위젯 > 연락처 를 누릅니다.

2. 위젯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 을 누릅니다.
3. 위젯으로 추가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4. 위젯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기본 통신 방법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연락처 위젯으로 이동합니다.
2. 위젯에서 연락처를 누릅니다.
3. 기본 작업 선택 화면에서 연락처의 통신 방법을 누릅니다.

기본 통신 방법 변경
연락처 위젯에서 연락처에 대한 통신의 기본 작업을 변경하려면 그룹에서 이 연락처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연락처를 그룹에 다시 추가한 다음 새 통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 그룹에서 연락처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그룹에서 연락처 추가 또는 삭제”를 참고하십시오.
2. 연락처를 그룹에 다시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그룹에서 연락처 추가 또는 삭제”를
참고하십시오.
3. 기본 통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기본 통신 방법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연락처에 연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연락처 위젯으로 이동합니다.
2. 위젯에서 연락처 (이름이 아니라 사진) 을 누릅니다. 기본 통신 방법이 실행됩니다.
연락처의 이름을 누르면 해당 연락처의 세부 정보 화면이 열립니다.

기본 통신 방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작업 선택 화면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기본
통신 방법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키보드
쿼티 키보드
한국어의 경우 한글 두벌식 조합 방식을 따른다. 각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키에 매핑된 숫자와 심벌이
입력된다.

Layout

키보드

SKYII 키보드
한국어의 경우 SKYII 입력 방식을 따른다. Qwerty 와 마찬가지로, 각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버튼에
매핑된 숫자와 심벌이 입력된다.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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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인식
필기인식 키보드는 한국어, 영어, 숫자, 심벌 인식 모드를 지원한다. 한국어의 경우 한글 조합형 및 모든
자음과 4개의 모음(ᅳ,ᅩ,ᅲ,ᅮ) 인식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문자는 연속으로 입력 가능하다. 예) 이런
ᅮᅮ

Layout

Gesture
기능

필기 방법
한글

공백 문자

엔터

백 스페이스

필기 인식 설정
인식 대기 시간
필기 종료 후, 지정한 인식 시간이 지나면, 인식 수행함.
기본 인식 대기시간: 500ms

펜 두께
기본 펜 두께: 5 pixel

펜색
기본 펜 색: 주황색

영어

키보드

단어추천
입력한 문자의 완성 단어 또는 잘못된 단어를 교정해 주는 기능이다.
추천 단어 표시를 선택하지 않거나, 세부설정의 단어 완성과 철자 검사를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DB에 없는 단어를 사용자가 선택하였을 시, 자동으로 사용자 사전에 추가된다.

단어 완성
입력한 글자의 완성 단어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철자 검사
입력한 글자의 교정 단어를 추천한다.

자소 검색 (한글)
한국어의 경우, 자소 단위의 검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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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메시지에 대하여
메시지 에서 문자 메시지 (SMS)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를 작성하여 다른 휴대폰에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함을 열려면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르십시오.

메시지 목록이 화면보다 길면 화면 위 또는 광학 트랙볼 위에서 손가락을 아래로 쓸어 더 많은 메시지를
스크롤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2

1

목록에서 굵은 글씨체는 읽지 않은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2 눌러서 메시지 또는 메시지 목록을 열고 내용을 읽거나 사진 메시지를 봅니다.

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보내기
다른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SMS) 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한 글자 수를
초과한 문자 메시지는 한 통으로 전송되지만 요금은 한 통 이상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연결 메시지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에는 텍스트와 사진, 녹음된 음성, 오디오 또는 동영상 파일, 사진 슬라이드쇼, 연락처
카드 (vCard) 또는 일정 (vCalendar)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필드에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메시지 제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을 첨부하거나 매우 긴 메시지를
작성하면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은 문자 메시지를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자동 변환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새 메시지 를 누릅니다.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3. 받는 사람을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필드에 전화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전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쉼표로 전화 번호를 구분하십시오. 정보를 입력할 때 연락처 목록에서 일치하는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번호 또는 주소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아이콘을 누른 다음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의 전화 번호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그룹을
수신자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자를 모두 선택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메시지

71

4. “눌러서 작성”문구가 있는 텍스트 상자를 누른 다음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5. 작성을 완료하면 전송 을 눌러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송 여부 보고를 수신하고 문자 메시지 수신 여부를 알려면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르고, SMS 설정 섹션에서 전송 여부 보고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새 메시지 를 누릅니다.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3. 받는 사람을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필드에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여러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쉼표로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분리하십시오. 정보를 입력할 때 연락처
목록에서 일치하는 전화 번호 또는 주소가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번호 또는 주소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아이콘을 누른 다음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그룹을 수신자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자를 모두 선택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제목 추가 를 눌러 제목 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눌러서 작성”문구가 있는 텍스트 상자를 누른 다음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5.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첨부 를 누릅니다.
6. 첨부 창에서 다음 첨부 파일을 선택합니다.
 사진. 카메라 를 선택하고 사진을 찍어 첨부하거나, 사진 을 선택하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동영상. 캠코더 를 선택하고 동영상을 캡쳐하여 첨부하거나, 동영상 을 선택하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오디오. 녹음기 를 선택하고 음성을 녹음하여 첨부하거나, 음악 및 소리 를 선택하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음악 파일 또는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72

HTC Desire 사용 설명서

 위치. 위치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GPS 를 켜야 함) , Footprints 에 저장된 위치,
또는 지도에서 선택한 위치를 첨부합니다. GPS, 지도 및 Footprint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도
및 위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연락처 (vCard).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첨부하려는 연락처 정보를 선택합니다.
 일정 (vCalendar). 첨부하려는 일정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 편집 화면을 엽니다. 슬라이드 추가 를 눌러 새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만든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 1) 를 누르고 사진 삽입 을 선택한 다음 슬라이드에 추가하려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로 이동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면
완료 를 눌러 슬라이드쇼를 메시지에 첨부합니다.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편집할 때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을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고

를 누르면 이전

 슬라이드쇼를 편집하는 동안 메뉴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쇼 미리 보기, 슬라이드에 음악 또는 동영상 추가,
슬라이드 삭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마치면 전송 을 누릅니다.
전송 여부 보고를 수신하고 사진 메시지 수신 여부를 알려면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을
누르고, MMS 설정 섹션에서 전송 여부 보고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임시 보관함에 저장 및 다시 작성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작성할 때 뒤로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임시 보관함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메시지 작성을 다시 시작하려면:
1.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임시 보관함 을 누릅니다.
2. 다시 편집하려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3. 메시지 편집을 마치면 전송 을 누릅니다.

메시지

새 메시지 알림
새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수신하면 휴대폰은 알림 설정에 따라 벨소리를 재생하거나,
진동하거나 또는 상태 표시줄에 메시지가 짧게 표시됩니다. 새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알림을 변경하려면“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옵션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상태 표시줄의 알림 영력에는 새 메시지 아이콘
이 표시되어 새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수신을 알려줍니다.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초기 화면에 있는 경우) 에는 새 메시지 수가
표시됩니다
.
메시지를 열려면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 새 메시지를 눌러서
엽니다.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는 방법은“메시지 대화 관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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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 푸시 메시지
WAP 푸시 메시지는 웹 링크를 포함합니다. 보통 이 링크는 요청한 파일 (예: 벨소리) 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됩니다.
WAP 푸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태 표시줄에 알림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WAP 푸시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열기
1.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
2. 새 메시지를 누릅니다.
3. 웹 사이트 방문 을 누릅니다.

모든 WAP 푸시 메시지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메시지 푸시 를 누릅니다.

메시지

메시지 대화 관리
연락처 (또는 번호) 에 보내거나 받은 문자 및 멀티미디이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 화면에 대화 또는
메시지 목록으로 분류됩니다.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목록에서 연락처와 교환한 메시지 (채팅
프로그램과 유사) 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읽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시지 목록을 눌러 메시지를 엽니다.
 새 메시지 알림이 표시되면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 새
메시지를 눌러서 엽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에서 모든 메시지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든 메시지 를
누르십시오.
 특정 메시지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메시지 목록에서 메시지를 길게 눌러 옵션 메뉴를 연 다음 메시지 세부정보
보기 를 누르십시오.
 메시지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 이 링크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려면, 메시지를 누른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메시지에 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전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 또는 메시지 목록을 눌러서 엽니다.
3. 첨부 파일을 눌러서 엽니다. 첨부 파일이 vCard 연락처이면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연락처에 대한 내용은 연락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첨부 파일이 vCalendar 파일이면
이벤트를 저장할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용에 대한 내용은 일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첨부 파일을 저장소 카드에 저장하려면, 발신자의 이름 또는 번호를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첨부 파일 유형] 저장 을 누릅니다.
 MMS 설정에서 자동 검색 을 비활성화하면 메시지 머리글만 다운로드됩니다. 전체 메시지를 다운로드하려면
메시지의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옵션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데이터 다운로드 크기가 염려되면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답장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목록을 눌러서 엽니다.
3. 화면의 아래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답장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를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답장하려면, 문자 메시지를 열고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제목 추가
또는 첨부 를 누르십시오. 문자 메시지가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자동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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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삭제 방지
메시지를 잠그면 대화에서 다른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잠긴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메시지 목록을 누릅니다.
3. 잠그려는 메시지를 길게 누릅니다.
4. 옵션 메뉴에서 메시지 잠금 을 누릅니다.
메시지 오른쪽에 잠금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메시지 목록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삭제하려는 메시지 목록을 누릅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4.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잠긴 메시지는 잠긴 메시지 삭제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메시지 목록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2.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메시지 목록을 선택합니다.
4. 삭제 를 누릅니다. 잠겨진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일 메시지 삭제
1. 메시지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메시지를 길게 누릅니다.
2. 메시지가 잠겨져 있으면 옵션 메뉴에서 메시지 잠금 해제 를 누른 다음 메시지를 길게 눌러 옵션
메뉴를 다시 표시합니다.
3. 옵션 메뉴에서 메시지 삭제 를 누릅니다.
4.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릅니다.

연락처 세부 정보 보기 및 연락처와 통신
저장된 연락처의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면 메시지 목록에서 연락처의 사진 또는 아이콘을 눌러
옵션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저장된 연락처 정보에 따라 연락처의 세부 정보를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전자 메일 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옵션 설정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시지 를 누릅니다. 모든 메시지 화면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 설정 을
눌러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다음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설정
이전 메시지 삭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아래 한도에 도달할 때 이전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잠긴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메시지 잠금에 대한 내용은“메시지 삭제 방지”를 참고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한도
각 메시지 목록에 저장할 최대 문자 메시지 개수를 선택합니다 (잠긴 메시지 제외).
멀티미디어 메시지 한도
각 메시지 목록에 저장할 최대 MMS 메시지 개수를 선택합니다 (잠긴 메시지 제외).

SMS 설정
서비스 센터
사용한 메시지 서비스 센터 번호가 표시됩니다. 눌러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호를
변경하면 메시지 수신 및 발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IM 카드 메시지 관리
눌러서 SIM 카드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봅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의 메모리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MMS 설정
자동 검색
모든 MMS 메시지를 완전하게 자동으로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면
MMS 메시지 머리글, 메시지 본문 및 첨부 파일이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MMS 메시지 머리글만 검색되어 모든 메시지 화면에 표시됩니다.
로밍 중에 자동 검색
로밍 중에 모든 MMS 메시지를 완전하게 자동으로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휴대폰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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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설정
보낸 MMS 메시지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받은 메시지
받은 알림
새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알림을 수신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알림 소리 재생
새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알림음을 재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알림 소리
새 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용 알림음을 선택합니다. 알림음을 선택하면 짧게 재생됩니다.
진동
새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보낸 메시지
발신 알림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알림을 수신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오류 알림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지 못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알림을 수신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알림 소리 재생
보낸 알림 또는 오류 알림을 수신할 때 알림음을 재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알림 소리
보낸 알림 또는 오류 알림 전용 알림음을 선택합니다. 알림음을 선택하면 짧게 재생됩니다.
진동
새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메시지 위젯 추가
메시지 위젯을 추가하면 초기 화면에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계정 및 동기화
온라인 계정 동기화
휴대폰에서 Google™,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은 물론 Facebook®, Twitter™,
Flickr™ 와 같은 인기 있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보를 동기화하고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Gmail™/Google Mail 및 Exchange ActiveSync 전자 메일.
 Google 연락처, Exchange ActiveSync 연락처 및 Facebook 친구의 연락처 정보. 연락처에 대한
내용은 연락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기본 Google 계정 및 Exchange ActiveSync 의 캘린더 일정. 일정 사용에 대한 내용은 일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Facebook, Twitter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와 공유하는 링크 및 상태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은 소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Flickr 및 Facebook 사진 업로드. 사진 보기에 대한 내용은 사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소셜 네트워크 계정 추가
Facebook, Twitter, Flickr와 같은 인기있는 온라인 서비스의 계정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계정 추가 를 누른 다음 추가하려는 계정 유형을 누릅니다.
3. 화면의 지시에 따라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설정을 마치면 계정 및 동기화 화면의 목록에 계정이 추가됩니다. 계정 구성에 따라 새 정보가 휴대폰에
동기화됩니다.

Google 계정 동기화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면 휴대폰과 웹 사이에서 Gmail/Google 메일, Google 연락처 및 캘린더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Google Talk™, Android 마켓과 같은 Goog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1개 이상의 Google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Google 계정부터는
Gmail/ Google 메일 및 연락처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Google 서비스는 첫 번째로 추가한
Google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계정 추가 > Google 을 누릅니다.
3. 화면의 지시에 따라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새 계정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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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 동기화
휴대폰에 하나의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만 추가할 수 있으며,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서비스 팩 2 (SP2) 이상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계정 추가 > Exchange ActiveSync 을 누릅니다.
3. Exchange ActiveSync 계정의 세부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을 누릅니다.
휴대폰이 Exchange ActiveSync 계정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하려면 사용하는 Exchange 서버가 자동 검색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Exchange 서버가 자동 검색을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 을 누른 다음 Exchange
서버 설정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동기화하려는 정보 유형을 선택한 다음 설정 마침 을 누릅니다.

계정 관리
일반적인 동기화 설정 변경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다음 설정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합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 이 설정을 선택하면 현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계정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 이 설정을 선택하면 응용 프로그램은 계정 설정에 정의되어 있는 동기화 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계정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은 아래의“수동으로 계정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계정 설정 변경
동기화 빈도, 동기화된 정보 유형, 수신할 알림 종류 및 계정 정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편집하려는 계정을 누릅니다.
3. 계정 설정을 편집합니다.

수동으로 계정 동기화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동기화하려는 계정을 누릅니다.
3. 지금 동기화 를 누릅니다.

계정 및 동기화

계정 삭제
휴대폰에서 계정을 삭제하고 이 계정에 연결된 모든 정보 (메시지, 연락처, 설정 등) 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계정을 삭제해도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처음으로 로그인한 첫 번째 Google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전체 초기화로 휴대폰의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삭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화에 대한 설명은 백업, 업데이트 및 초기화
부분에서“전체/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참고하십시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릅니다.
2. 삭제하려는 계정을 누릅니다.
3. 계정 삭제 를 누른 다음 삭제하려는 계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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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동기화 사용
컴퓨터에서 Microsoft Outlook 또는 Outlook Express 를 사용하십니까? HTC 동기화 를 사용하여
Outlook 연락처와 캘린더, 또는 Outlook Express 연락처를 휴대폰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소프트웨어 (ROM)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전에 HTC 동기화를 사용하여 휴대폰의
정보를 컴퓨터에 백업하거나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HTC 동기화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설정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르십시오.
1. microSD 카드에 제공된 HTC 동기화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설치
방법은“microSD 카드에 제공된 HTC 동기화 설치”를 참고하십시오.
HTC 지원 웹사이트에서 HTC 동기화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최신
HTC 동기화 업그레이드 다운로드”를 참고하십시오.
2.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HTC 동기화가 휴대폰을 인식하도록
설정합니다.“휴대폰을 인식하도록 HTC 동기화 설정”의 절차에 따르십시오.
3. 컴퓨터와 휴대폰 사이에서 동기화할 정보 및 동기화 방법을 선택합니다.
 HTC 동기화의 안내 마법사를 사용하여 동기화를 쉽게 설정하려면“동기화 설정”의 절차에
따르십시오.
 더 많은 동기화 옵션을 선택하려면“기타 동기화 옵션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4. 컴퓨터와 휴대폰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휴대폰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이 외에도 HTC 동기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제 3자 응용 프로그램 (Android 마켓에서 구입한 것이 아닌) 이 있을 경우, HTC
동기화를 사용하여 이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응용 프로그램 설치”를 참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연락처 및/또는 일정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microSD 카드에 제공된 HTC 동기화 설치
휴대폰과 함께 제공되는 microSD 카드에 있는 HTC 동기화 버전을 Windows 7, Windows Vista 및
Windows XP 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microSD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microSD 에서 HTC 동기화 설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복사한 다음 이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하십시오.
 HTC 동기화는 휴대폰과의 연결 및 동기화를 위해 컴퓨터에 USB 2.0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 목록은 다음 HTC 지원 웹사이트에서 HTC 동기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htc.com/www/SupportViewNews.aspx?dl_id=847&news_id=471
 문제 없는 설치를 위해 HTC 동기화를 설치하기 전에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닫고 백신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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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과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휴대폰에 PC에 연결 화면이 표시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를 누른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3. 휴대폰에서 디스크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면 컴퓨터는 휴대폰을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합니다
(USB 드라이브처럼) . 이 이동식 디스크를 열면 microSD 카드에 저장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 HTCSync.exe 를 컴퓨터에 복사합니다.
5. 복사한 후, 휴대폰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동식
디스크 (연결된 휴대폰) 를 마운트 해제합니다.
6. 컴퓨터에서 HTCSync.exe 를 두 번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HTC 동기화를 설치합니다.

휴대폰을 인식하도록 HTC 동기화 설정
설치를 완료한 후, HTC 동기화가 휴대폰을 인식하도록 설정하십시오.
1. 제공된 USB 케이블로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휴대폰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USB 연결 형식 변경 선택“이 표시되는
상태를 누릅니다.
2. 휴대폰의 PC에 연결 화면에서 HTC 동기화 를 누른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3. 휴대폰이 컴퓨터에서 HTC 동기화를 찾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휴대폰에 HTC 동기화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USB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한 다음 2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4. 휴대폰이 HTC 동기화를 찾으면 컴퓨터에 휴대폰 연결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5. 휴대폰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한 다음 마침 을 클릭합니다.
6.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HTC 동기화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녹색으로 표시되면 휴대폰이
컴퓨터에 연결되었으며 HTC 동기화가 휴대폰을 인식한 것입니다.

동기화 설정
컴퓨터의 Outlook 연락처와 캘린더 일정을 휴대폰에 동기화하도록 HTC 동기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Outlook Express 를 사용할 경우에는 휴대폰에 연락처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를 설정하기 전에 HTC 동기화가 휴대폰을 인식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직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휴대폰을 인식하도록 HTC 동기화 설정”의 절차에 따르십시오.

1.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HTC 동기화 아이콘
동기화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인지 확인하여 휴대폰이 HTC

2. 컴퓨터에서 녹색 HTC 동기화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HTC 동기화를 엽니다.
3. 지금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 동기화 관리자 > 설정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4. 동기화 설정 마법사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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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후의 대화 상자에서 Outlook 또는 Outlook Express 의 동기화 여부를 선택하고, 동기화할 정보
유형 (연락처 및/또는 일정) 을 선택하고, 이러한 정보를 휴대폰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6. 마침 을 클릭합니다.
HTC 동기화가 휴대폰과 컴퓨터의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동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7. 요약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닫기 를 클릭합니다.

기타 동기화 옵션 설정
HTC 동기화는 동기화 일정 설정, 휴대폰과 컴퓨터에 동일한 항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충돌 해결 방법
선택 등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HTC 동기화 아이콘
동기화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인지 확인하여 휴대폰이 HTC

2. HTC 동기화가 열리지 않으면 녹색 HTC 동기화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엽니다.
3. 동기화 관리자 > 설정 을 클릭합니다.
4. 동기화 설정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수동 설정 을 클릭합니다.
5. 동기화 관리자 설정 대화 상자의 왼쪽에서 변경하려는 설정 유형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또는 일정 폴더 동기화
Outlook에 만든 개인 폴더가 있으며 이 개인 폴더를 동기화하려는 경우에만 이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대화 상자의 왼쪽에서 연락처 또는 일정 을 클릭하고 속성 버튼을 클릭한 다음
동기화하려는 개인 폴더를 선택합니다.
일정 이벤트 동기화
일정 이벤트를 동기화하는 날짜 간격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왼쪽에서 일정 을 클릭하고 속성 을
클릭한 다음 날짜 범위 에서 날짜 간격을 설정합니다.
충돌 정책
휴대폰과 컴퓨터에 동일한 연락처 및/또는 일정 항목이 존재하여 충돌이 발생할 때 유지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동기화 시기
대화 상자의 왼쪽에서 자동 동기화 를 클릭합니다. 수동 동기화,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자동 동기화, 또는 설정된 일정에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6. 적용 을 클릭하여 선택한 동기화 옵션을 저장한 다음 확인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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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동기화
HTC 동기화를 설치하고 설정하면 휴대폰을 컴퓨터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자동 동기화
휴대폰이 컴퓨터와 자동으로 동기화하게 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르십시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응용프로그램 > 개발 을 누릅니다.
2. USB 디버깅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동기화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동기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휴대폰과 컴퓨터 수동 동기화
1. 제공된 USB 케이블로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휴대폰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USB 연결 형식 변경 선택“이 표시되는
상태를 누릅니다.
2. 휴대폰의 PC에 연결 화면에서 HTC 동기화 를 누른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3.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HTC 동기화 아이콘
동기화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인지 확인하여 휴대폰이 HTC

4. 휴대폰에서 지금 동기화 를 누릅니다.

최신 HTC 동기화 업그레이드 다운로드
HTC 지원 웹사이트 (www.htc.com/support) 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최신 HTC 동기화
업그레이드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최신 업그레이드를 설치한 후에는 HTC 동기화가 휴대폰을 인식하고 동기화하도록 다시
설정하십시오.“휴대폰을 인식하도록 HTC 동기화 설정”및“동기화 설정”의 절차에 따르십시오.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응용 프로그램 설치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 (.apk files) 이 있을 경우, HTC 동기화를 사용하여 이 응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응용 프로그램만 설치하십시오.
1. 휴대폰에서 홈 >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설정 > 응용 프로그램 을 누른 다음 알 수 없는 소스 확인란을
선택하여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단계는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다음 번에 컴퓨터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설치할 때 이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제공된 USB 케이블로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휴대폰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USB 연결 형식 변경 선택“이 표시되는
상태를 누릅니다.
3. 휴대폰의 PC에 연결 화면에서 HTC 동기화 를 누른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4. 컴퓨터에서 녹색 HTC 동기화 아이콘

을 두 번 클릭하여 HTC 동기화를 엽니다.

5. HTC 동기화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을 클릭합니다.
6.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 파일 유형 대화 상자에서 Android OS 설치 프로그램 파일 (apk)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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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 상자는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할 때에만 나타납니다.

7. 다음 을 클릭합니다.
8. 찾아보기 를 클릭하고 컴퓨터에서 응용 프로그램 (.apk) 을 찾은 다음 열기 를 클릭합니다.
9.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10. 마침 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셜
HTC Sense 의 Facebook 및 Android 응용 프로그램의
Facebook
HTC Sense 의 Facebook
휴대폰이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Facebook®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HTC Sense 의
Facebook 에 로그인하면 Facebook 연락처 및 연락처의 세부 정보가 연락처에 다운로드되어,
사진에서 Facebook 사진 앨범을 검색하고 Friend Stream 에서 Facebook 상태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HTC Sense 의 Facebook 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연락처

Friend Stream

연락처 사진

Android 응용 프로그램의 Facebook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Facebook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acebook 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Facebook을 사용할 때와 같은 익숙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 이상의 Facebook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다른 Facebook 계정을 사용하여 Facebook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응용 프로그램 사용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acebook 을 누릅니다.

2. 처음으로 Faceboo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3. 뉴스 피드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홈 을 눌러 다른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Facebook 초기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눌러 새로 고침 및 알림 옵션을 설정합니다.
 일부 Facebook 화면에서 항목을 길게 누르면 옵션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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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응용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작업
 내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친구 목록을 보고 누군가의 담벼락에 글을 씁니다.
 친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답니다.
 사진 앨범을 포함하여 친구의 개인 정보를 봅니다.
 Facebook 알림을 확인합니다.
 사진을 찍어 바로 Facebook 계정에 업로드합니다.

Facebook 위젯 추가
Facebook 위젯을 초기 화면에 추가하면 빠르게 내 생각을 공유하고 친구의 상태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위젯은 Facebook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Facebook 계정만 링크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위젯 > Facebook 을 누릅니다.

2. 위젯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 을 누릅니다.
3. 위젯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HTC Sense 의 Facebook 과 Android 응용 프로그램 Facebook 의 차이
 HTC Sense 의 Facebook 은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락처, Friend Stream
및 사진과 통합되어 이들 응용 프로그램에서 Facebook 연락처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 (상태
업데이트 및 새 사진) 를 제공합니다.
 Android 응용 프로그램의 Facebook 은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로 Facebook 계정에 액세스하여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 (예: 친구
추가, 업로드한 사진에 설명 추가 등)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응용 프로그램은 동일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HTC Sense 의 Facebook 에
로그인할 경우 Facebook 응용 프로그램에도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응용 프로그램에 동일한 Facebook 계정을 사용하려면 두 응용 프로그램에
동일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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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트위터링
Peep 은 휴대폰에서 “트위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Twitter™ 클라이언트입니다. 휴대폰에서 트윗을
보내고, 연락처에서 트윗을 읽고 수신하고, 팔로우할 새 Twitter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eep 을 누릅니다.

2. 휴대폰을 처음 켰을 때 Twitter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 Twitter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3. Peep 이 모든 트윗 탭에서 열립니다.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원하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Peep 화면

2

1

3

4
1

5

6

7

눌러서 Twitter 사용자의 프로필을 봅니다. 이 Twitter 사용자의 모든 트윗도 표시됩니다.

2 눌러서 보낼 트윗을 입력합니다.
3 길게 누르면 회신, 쪽지 보내기, 리트윗, 즐겨찾기에 추가, 프로필 보기 옵션 메뉴가 열립니다.
4 연락처에서 내가 팔로우하는 모든 트윗과 보낸 트윗을 보여줍니다.
5 “@[내 사용자 이름]”형식으로 내 사용자 이름이 언급된 모든 트윗을 보여줍니다.
6 보내거나 받은 모든 비공개/쪽지를 보여줍니다.
7 즐겨찾기로 표시된 트윗을 보여줍니다.

트윗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eep 을 누릅니다.

2. 모든 트윗 탭에서“새로운 일이 있나요?”문구가 있는 텍스트 필드를 누릅니다.
3. 트윗을 입력한 다음 업데이트 를 누릅니다. 업데이트 를 누르기 전에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을 눌러 사진 또는 카메라에서 내 기본 사진 게시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고 트윗에 이 사진에
대한 링크를 추가합니다.



을 눌러 내 위치를 트윗에 삽입합니다. 지도 링크 추가, 위치 이름 삽입 또는 위치 좌표 삽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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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할 Twitter 사용자 검색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eep 을 누릅니다.

2. Peep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Twitter 검색”문구가 있는 텍스트 필드를 눌러 검색 기준을 입력한 다음

을 누릅니다.

4. 검색 결과 화면에서 목록을 스크롤한 다음 팔로우하려는 twitter 사용자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에는 검색 단어가 포함된 트윗도 표시됩니다.

5.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팔로우 를 누릅니다.

Twitter 사용자 Unfollowing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eep 을 누릅니다.

2. 모든 트윗 탭에서 팔로윙을 중지하려는 Twitter 사용자를 누릅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Unfollow 를 누릅니다.

쪽지 보내기
나를 팔로윙 하는 사람에게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eep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 메시지 를 누릅니다.
모든 트윗 또는 쪽지 탭에서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트윗 또는 쪽지 탭에서 쪽지를 보낼 사람을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쪽지 보내기 를 누르십시오.

3. 받는 사람 필드를 누른 다음 이름을 입력합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입력한 문자와 일치하는 Twitter
사용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일치하는 이름을 누릅니다.
4.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Peep 옵션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eep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을 누릅니다. 다음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
Twitter 계정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일반 설정
화면 이름 또는 팔로우하는 사람의 실명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보내기 및 받기
새 트윗을 확인하는 간격을 설정하고 다운로드할 트윗 수를 설정합니다.
서비스
휴대폰 호스팅 사이트, 사진 품질, 위치 옵션 및 URL 단축 호스트를 설정합니다.
알림 설정
알림 시기 및 알림 방법을 선택합니다.

소셜

Twitter 위젯 추가
Twitter 위젯을 추가하면 초기 화면에서 바로 트윗을 보내고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위젯 > Twitter 를 누릅니다.

2. 위젯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 을 누릅니다.
3. 위젯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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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Stream 사용
Friend Stream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iend Stream을
사용하여 Facebook, Twitter 및 다른 소셜 네트워크 계정의 상태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사진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riend Stream 을 누릅니다.

2.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설정 > 계정 및 동기화 를 누른
다음 로그인하려는 계정을 누릅니다.
3. Friend Stream 이 모든 트윗 탭에서 열립니다.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원하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Friend Stream 화면
로그인한 계정의 업데이트만 표시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업데이트 표시 를 눌러 Friend
Stream 에 표시되는 업데이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2

1

3
1

4

5

6

유형에 따라 눌러서 Peep을 열거나, Facebook 에 댓글을 달거나, Flickr 앨범을 보거나, 웹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엽니다.

2 눌러서 상태 업데이트를 입력하고 보냅니다.
3 로그인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의 모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4 Facebook 과 Twitter 의 상태 업데이트만 보여줍니다.
5 Facebook 과 Flickr의 사진 업데이트만 보여줍니다.
6 Facebook 에 게시된 링크만 보여줍니다.

소셜

상태 업데이트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riend Stream 을 누릅니다.

2. 모든 업데이트 탭에서“새로운 일이 있나요?”문구가 있는 텍스트 필드를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상태 업데이트 대화 상자에서 상태 업데이트를 표시하려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완료 를 누릅니다.
로그인한 계정만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4. 상태 업데이트를 입력한 다음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Friend Stream 위젯 추가
Friend Stream 위젯을 추가하면 초기 화면에서 바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의 상태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상태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위젯 > Friend Stream 을 누릅니다.

2. 위젯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 을 누릅니다.
3. 위젯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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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Talk 채팅
Google Talk 은 Google 의 채팅 메시지 프로그램으로, Google Talk 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Google Talk 로그인
휴대폰을 처음 설정할 때 Google 계정에 로그인했다면 Google Talk에도 이미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 다음 > 로그인 을 누릅니다.

2. Google 계정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을 누릅니다.
Google Talk 에 로그인할 때, Google Talk의 온라인 상태는 Gmail/Google 메일, Google Maps 와
같은 다른 Google 응용 프로그램에도 나타납니다.

Google Talk 로그아웃
Google Talk 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Google Talk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로그아웃 을 누릅니다.

친구와 채팅
채팅 시작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친구를 누릅니다.
3. 화면의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친구와 채팅하려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모티콘을 삽입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더 보기 > 이모티콘 삽입 을 누른 다음 이모티콘을 눌러 메시지에
삽입하십시오.

4.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채팅 초대 수락
친구가 Google Talk 메시지를 보내면 알림이 수신됩니다. 친구 목록에서 해당 메시지가 흰색으로
변하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친구 목록에서 채팅 초대를 보낸 친구를 누릅니다.
 알림 창을 열고 채팅 알림을 누릅니다. 알림 창을 여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 “알림 창 열기”를
참고하십시오.

친구 목록으로 돌아가기
채팅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친구 목록 을 누릅니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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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채팅 전환
하나 이상의 채팅을 진행 중일 때 채팅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채팅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채팅 전환 을 누릅니다.
2. 열린 화면에서 채팅하려는 친구를 누릅니다.

그룹 채팅에 친구 초대
1. 채팅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채팅 추가 를 누릅니다.
2. 초대하려는 친구를 누릅니다. 초대한 친구와 현재 참여자에게 그룹 채팅 초대가 발신됩니다. 초대를
수락한 사람이 그룹 채팅에 참여하게 됩니다.

채팅 내용의 저장 여부
Google Talk 메시지는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며, Gmail/Google 메일의 채팅 폴더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팅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저장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1. 채팅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채팅 내용 저장 안함 을 누릅니다.
채팅 메시지를 다시 저장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채팅 내용 저장 을 누릅니다.

채팅 종료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친구 목록에서 채팅을 중지하려는 친구를 길게 누른 다음, 열린 메뉴에서 채팅 종료 를 누릅니다.
 채팅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채팅 종료 를 누릅니다.

온라인 상태 및 사진 변경
온라인 상태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내 이름 옆에 있는 온라인 상태 아이콘 (
상태를 선택합니다.

) 을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표에 설명된 표준 상태 설정 이외에도 이전에 입력한 대화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화명
지우기 를 눌러 모두 삭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태 및 대화명이 연락처의 친구 목록과 내 상태 또는 대화명이 표시되는 다른 위치에 나타납니다.

대화명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온라인 상태 아이콘의 왼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누른 다음 대화명을 입력합니다.
3. 터치 키보드에서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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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대화명의 왼쪽에 있는 사진을 누릅니다.
3. 앨범 선택 화면에서 사용하려는 사진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4. 사용하려는 사진을 누릅니다.
5. 녹색 상자를 끌어 사진에서 자를 부분을 선택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친구 목록 관리
친구 추가
Google 계정이 있는 사람을 Google Talk의 친구로 초대하여 채팅을 하고 서로의 온라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친구 추가 를 누릅니다.
3. 추가하려는 친구의 Google Talk 인스턴트 메시지 ID 또는 Google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친구 초대 수락
연락처에서 나를 Google Talk의 친구로 초대하면 상태 표시줄에 알림이 수신되고 친구 목록에 초대가
나타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채팅 초대 를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초대 수락을 위해 열린 메뉴에서 수락 을 누릅니다.
 초대 발신자와의 채팅 또는 Google Talk 상태 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취소 를 누릅니다.

친구 초대 대기 목록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초대한 친구 목록 을 누릅니다. Google Talk 의 친구로 초대한
모든 친구가 초대를 수락하거나 취소할 때까지 목록에 나타납니다.
3. 대기 중인 초대를 누른 다음 수락 또는 거절 을 누릅니다.

모든 친구 보기 또는 즐겨찾는 친구만 보기
기본적으로 자주 채팅하는 친구 ― 즐겨찾는 친구 ― 만 친구 목록에 표시되지만, 모든 친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든 친구 를 누릅니다. 가장 자주 채팅하는 친구만 표시하려면
메뉴에서 즐겨찾는 친구 를 누릅니다.

소셜

즐겨찾는 친구 등록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친구의 이름을 길게 누릅니다.
친구가 표시되지 않으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든 친구 를 누르십시오.

3. 옵션 메뉴에서 항상 친구 표시 를 누릅니다.

친구 차단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친구는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차단하려는 친구의 이름을 길게 누릅니다.
친구가 표시되지 않으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든 친구 를 누르십시오.

3. 옵션 메뉴에서 항상 친구 표시 를 누릅니다. 친구가 친구 목록에서 삭제되고 차단된 친구 목록에
추가됩니다.
친구 차단을 해제하려면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차단 목록 을 누르십시오. 차단된 친구 목록에서
차단을 해제하려는 친구의 이름을 누른 다음,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르십시오.

Google Talk 설정 변경
새 Google Talk 메시지 알림 설정
새 채팅 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소리를 재생하거나 진동하거나 상태 표시줄에 알림 아이콘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을 누릅니다.
3. 메신저 알림 확인란을 선택하여 새 채팅 메시지가 도착할 때 상태 표시줄에 알림 (
수신합니다.

)을

4.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벨소리 선택 을 눌러 새 채팅 메시지가 도착할 때 사용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벨소리가
짧게 재생됩니다. 새 Google Talk 메시지를 수신할 때 벨소리를 재생하지 않으려면 무음을
선택합니다.
 새 Google Talk 메시지를 수신할 때 휴대폰을 진동하게 하려면 진동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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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모바일 연결중 표시 또는 숨기기
친구가 Google Talk 채팅에 사용하는 장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목록에서 친구의 이름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확인하십시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을 누릅니다.
3. 모바일 연결중 옵션을 선택합니다.
친구가 Android 폰을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Google Talk 자동 로그인 설정
휴대폰을 켤 때마다 Google Talk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토크 를 누릅니다.

2. 친구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고 더 보기 > 설정 을 누릅니다.
3. 자동 로그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전자 메일
Gmail/Google 메일 사용
Gmail/Google 메일 은 Google 의 웹 기반 전자 메일 서비스입니다. Gmail/Google 메일은 휴대폰을
처음 설정할 때 구성됩니다. 동기화 설정에 따라 휴대폰의 Gmail/Google 메일은 웹 상의 하나
이상의 Gmail/Google 메일과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동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Google 계정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Gmail/Google 메일의 받은 편지함 보기
받은 편지함 대화 목록은 기본 Gmail/Google 메일 보기입니다. 수신한 모든 전자 메일은 받은
편지함으로 배달됩니다.
Gmail/Google 메일은 내가 보낸 메시지와 수신한 모든 답장을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이 대화 목록은
새 답장이 도착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 배경 속에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새
메시지를 보내거나 현재 메시지의 제목을 변경하면 새 대화가 시작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Gmail 메일 을 누릅니다.

2. 대화 목록을 스크롤하려면 화면 또는 광학 트랙볼 위에서 손가락을 위로 쓸어 올리거나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1
2

7

6

3

5

4
1

폴더 (또는 라벨) 및 읽지 않은 전자 메일 메시지 수

2 읽지 않은 메시지가 굵게 표시됩니다.
3 선택한 전자 메일 작업을 적용할 하나 이상의 전자 메일을 선택합니다.
참고: 일괄 작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선택한 전자 메일에 대한 작업. 받은 편지함에서 선택한 항목이 없으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별 표시 메시지. 눌러서 별을 표시하거나 표시를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메시지에 별 표시”를 참고하십시오.
6 메시지 라벨.
7 현재 보고 있는 것은 Google 계정입니다. 다른 계정을 보려면 아래의“다른
Google 계정으로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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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Google 계정으로 전환
휴대폰에 하나 이상의 Google 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Gmail/Google 메일 계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Google 계정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1.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계정을 누릅니다.
2. 전환할 계정을 누릅니다.

메시지 읽기
알림 설정에 따라 새 전자 메일을 수신할 때 휴대폰은 벨소리를 재생하거나, 진동하거나, 상태 표시줄에
전자 메일 메시지를 짧게 표시합니다. 상태 표시줄의 알림 영력에는 새 전자 메일 메시지 아이콘
이
표시되어 새 전자 메일의 수신을 알려줍니다. 이메일 알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Gmail/Google
메일 설정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전자 메일 자동 동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Gmail/Google 메일 동기화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받은 편지함을 수동으로 새로 고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로 고침 을 누르십시오.

1.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새 이메일 알림 수신하면 상태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 새 전자
메일을 눌러 메시지를 봅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읽지 않은 전자 메일 또는 읽지 않은 전자 메일이 있는 대화를 눌러 메시지를
봅니다.
2. 대화에서 메시지를 스크롤하려면 화면 또는 광학 트랙볼 위에서 손가락을 위로 쓸어 올리거나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1
2
3

1

메시지 제목.

2 메시지 라벨.
3 온라인 상태. 연락처가 Google Talk 친구이고 내가 Google Talk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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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전자 메일 메시지 또는 대화를 관리합니다.
 보관 을 누르면 대화가 Google 계정에는 계속 저장되지만 편지함에서는 삭제됩니다.
보관된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라벨 보기 > 모든 메일 을 누릅니다.

 삭제 를 눌러 Google 계정에서 대화를 삭제합니다. 실수로 대화를 삭제한 경우에는 화면 위의
노랑 표시줄에서 실행 취소 를 눌러 삭제를 취소합니다.


이전을 눌러 받은 편지함에서 이전 대화를 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옵션을 봅니다.

전자 메일 답장 또는 전달
1. 메시지 목록에서 대화의 끝으로 스크롤합니다.
2. 답장, 전체답장 또는 전달 을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답장 또는 전체답장 을 선택한 경우에는 답장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전달을 선택한 경우에는 메시지 수신인을 지정합니다.
4. 전송 을 누릅니다.

대화 음소거
관련이 없는 긴 메시지 대화에 참여한 경우, 해당 대화를 ‘음소거’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받은
편지함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메시지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음소거 를 누르십시오.

스팸 신고
Gmail/Google 메일 웹 메일 서비스는 받은 편지함에 스팸 (원치 않는 불필요한“정크”메일) 수신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팸을 수신하면 해당 대화를 스팸으로 신고하여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선택 후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스팸 신고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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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보내기
> Gmail 메일 을 누릅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2.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편지쓰기 을 누릅니다.
3. 받는 사람 필드에 메시지 수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을 여러 사람에게 보낼
경우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십시오. 메시지 수신자를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연락처 목록에서 일치하는 주소가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주소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다른 수신자에게 전자 메일의 Cc (참조) 또는 Bcc (숨은 참조) 를 보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참조/숨은
참조 추가 를 누르십시오.

4. 전자 메일 제목을 입력한 다음 전자 메일을 작성합니다.
5. 사진 첨부 파일을 추가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첨부 를 누릅니다. 첨부하려는 사진을 탐색한
다음 해당 사진을 누릅니다.

1
2
3

5

4

1

받는사람.

2 제목.
3 첨부 파일.
4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5 눌러서 첨부 파일을 제거합니다.

5.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임시 보관함에 저장 을 누르거나 뒤로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임시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임시 보관함에 있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려면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라벨 보기 > 임시 보관함
을 누르십시오.

메시지에 서명 추가
보내는 전자 메일 메시지에 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서명 을 누릅니다.
2. 텍스트 상자에 서명을 입력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여러 줄의 텍스트로 구성된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줄의 맨 끝에서 터치 키보드의
생깁니다.

을 누르면 새로운 줄이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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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메시지 보기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라벨 보기 > 보낸 편지함 을 누릅니다.

대화 및 메시지 관리
메시지 검색
내용 또는 주소, 제목, 라벨 등에 하나 이상의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검색할 때 휴대폰에 동기화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웹의 Gmail/Google 메일 계정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1. 받은 편지함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2. 검색하려는 단어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3.

을 누르거나, 터치 키보드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대화 목록이 열리고 검색한 단어를 포함하는 메시지의 대화가 모두 표시됩니다. 검색한 단어는 제목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받은 편지함 또는 다른 대화 목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목록에서 대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메시지에 별 표시
중요한 메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이 표시된 메시지가 있는 대화는
받은 편지함 및 다른 대화 목록에 별이 표시됩니다. 별이 표시된 메시지 대화만 보려면“라벨로 대화
보기”를 참고하십시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메시지의 머리글에서 별을 터치합니다.
 대화를 볼 때 별을 터치하여 대화에서 최신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메시지의 별 표시를 해제하려면 별을 다시 터치하십시오. 대화 목록에서 별을 터치하여 대화에 있는
모든 메시지의 별 표시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라벨 만들기
라벨을 만들어 대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Gmail/Google 메일에는 사전 설정된 라벨이 있으며, 웹에서
Gmail/Google 메일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라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메시지를 볼 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라벨 변경 을 터치합니다.
2. 지정하려는 라벨을 선택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라벨별로 대화 보기
같은 라벨을 가지고 있는 대화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1. 받은 편지함 또는 다른 대화 목록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라벨 보기 를 터치합니다.
2. 대화 목록을 보려는 라벨을 터치합니다.
대화 목록은 받은 편지함과 비슷하지만 제목 표시줄에“받은 편지함”대신 라벨이 표시됩니다. 라벨이
있는 대화 목록은 받은 편지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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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Google 메일 동기화 설정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Gmail 메일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라벨 을 누릅니다.
3. 동기화 간격을 설정하려면 동기화 일 수 를 누릅니다.
4. 특정 라벨의 동기화를 설정하려면 라벨을 누릅니다. 기본 동기화 일 수를 선택하거나, 라벨의
메시지를 모두 동기화하거나 동기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일괄 작업
한 묶음의 대화를 동시에 보관하거나, 라벨을 붙이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받은 편지함 또는 다른 대화 목록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는 대화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보관처리, 라벨, 삭제 버튼이 표시됩니다.

2. 보관처리, 라벨 또는 삭제 버튼을 눌러 선택한 대화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나, 메뉴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옵션을 봅니다.

Gmail/Google 메일 설정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Gmail 메일 을 누릅니다.

2.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3.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서명. 눌러서 전자 메일의 끝에 추가되는 서명을 입력합니다.
 삭제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면 대화를 삭제할 때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일괄 작업.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괄 작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각 대화의 왼쪽에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위의“대화 일괄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검색 기록 지우기. 검색했던 기록을 삭제합니다.
 라벨. 눌러서 동기화할 Gmail/Google 메일 라벨과 동기화 일 수를 선택합니다.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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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알림 확인란을 선택하면 새 전자 메일을 수신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알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새 전자 메일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알림음을 재생하게 하려면 벨소리 선택 을
누릅니다. 벨소리 메뉴에서 새 전자 메일 메시지에 지정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벨소리가
짧게 재생됩니다. 새 전자 메일 메시지를 수신할 때 벨소리를 재생하지 않으려면 무음 을
선택합니다. 확인 을 눌러 벨소리 선택을 확인합니다.
 새 전자 메일 메시지를 수신할 때 휴대폰이 진동하게 하려면 진동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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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메일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웹 메일 또는 다른 계정에서 POP3 또는 IMAP을 사용하여 전자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change ActiveSync 전자 메일 및 휴대폰의 다른 기능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Exchange ActiveSync 전자 메일”을 참고하십시오.

POP3/IMAP 전자 메일 계정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메일에 처음으로 전자 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메일 공급자 선택 화면에서 기타 (POP3/
IMAP) 를 누릅니다.
 메일에 이미 전자 메일 계정을 추가한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서
을 누른 다음 새 계정 을
누릅니다. 메일 공급자 선택 화면이 표시되면 기타 (POP3/IMAP) 를 누릅니다.
3. 전자 메일 계정의 전자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설정하려는 계정 유형이 휴대폰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세부 정보를 더 입력해야
합니다.
4. 계정 이름 과 이름 을 입력한 다음 설정 마침 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의 받은 편지함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아래에 있는 탭을 눌러 받은 편지함을 필터링합니다.
1

5

4
3

2
1

눌러서 다른 전자 메일 계정을 보거나 새 전자 메일 계정을 추가합니다.

2 필터 탭. 자세한 내용은“받은 편지함 필터 탭”을 참고하십시오.
3 표시 (Exchange ActiveSync에만 해당)
4 모임 초대 (Exchange ActiveSync에만 해당)
5 읽지 않은 전자 메일 메시지 수.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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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편지함 필터 탭
받은 메일
전자 메일 메시지를 개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대화
메시지를 제목으로 분류된 대화로 표시합니다. 이 목록에서 제목을 누르면 전자 메일 대화가
표시됩니다.
VIP 그룹
VIP 그룹 연락처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탭에서 연락처를 VIP 그룹에 추가하려면 그룹에 연락처
추가 를 누르고 추가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연락처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 부분에서“연락처 그룹”을 참고하십시오.
읽지 않음
읽지 않은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표시 (Exchange ActiveSync 에만 해당)
플래그가 표시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모임 초대 (Exchange ActiveSync 에만 해당)
아직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은 모임 초대를 표시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 있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전자 메일 계정 새로 고침
자동 동기화 설정에 상관 없이 보내고 받은 전자 메일을 언제든지 수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하려는 계정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 정렬
1.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정렬 을 누릅니다.
2. 전자 메시지의 정렬 옵션으로 수신 날짜, 우선 순위, 제목, 보낸 사람 또는 크기를 선택합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 삭제
1.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삭제하려는 메시지를 길게 누릅니다.
2. 옵션 메뉴에서 삭제 를 누릅니다.

여러 통의 전자 메일 메시지 삭제
1.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2. 삭제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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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ActiveSync 전자 메일
휴대폰을 Exchange ActiveSync 계정과 동기화한 경우에는 POP3/IMAP 계정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전자 메일을 읽고 관리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Exchange 기능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ActiveSync 계정 설정에 대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에서“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부재 중 상태 설정
휴대폰에서 부재 중 상태 및 자동 회신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Exchange ActiveSync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부재 중 을 누릅니다.
4. 현재 상태 아래의 필드를 누른 다음 부재 중 을 선택합니다.
5. 부재 기간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6. 자동 회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7. 저장 을 누릅니다.

모임 요청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Exchange ActiveSync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새 모임 초대 를 누릅니다.
4. 모임 세부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 우선 순위 설정
Exchange ActiveSync 계정으로 보내는 전자 메일 메시지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우선 순위 를 누릅니다.
3. 메시지의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우선 순위를 높거나 낮게 선택한 경우, 메시지의 제목 아래에 우선 순위가 표시됩니다.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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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메시지 작성 및 보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작성 을 누릅니다.
3. 받는 사람을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받는사람 필드에 전자 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을 여러 사람에게 보낼 경우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십시오.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연락처 목록에서 일치하는
주소가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주소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아이콘을 누른 다음 메시지를 보내려는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 연락처 그룹을
선택하거나, 휴대폰에 Exchange ActiveSync 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회사 디렉터리에서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자를 모두 선택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다른 수신자에게 전자 메일의 Cc (참조) 또는 Bcc (숨은 참조) 를 보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참조/숨은
참조 표시 를 누르십시오.

4. 제목을 입력한 다음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5. 첨부 파일을 추가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첨부 파일 추가 를 누른 다음,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사진. 카메라 를 선택하고 사진을 찍어 첨부하거나, 사진 을 선택하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동영상. 캠코더 를 선택하고 동영상을 캡쳐하여 첨부하거나, 동영상 을 선택하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오디오. 녹음기 를 선택하고 음성을 녹음하여 첨부하거나, 음악 및 소리 를 선택하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음악 파일 또는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위치. 위치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GPS를 켜야 함), Footprints 에 저장된 위치,
또는 지도에서 선택한 위치를 첨부합니다. GPS, 지도 및 Footprint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도
및 위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문서. 문서 파일 또는 스프레드시트 등의 PDF 파일 또는 Office 문서를 첨부합니다.
6. 전송 을 눌러 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중에 보내려면 임시 보관함에 저장 을 누릅니다.
임시 보관함의 전자 메일을 열려면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폴더 > 임시 보관함
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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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메시지 보기 및 답장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전자 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보려는 전자 메일을 누릅니다.
3. 답장 또는 전체답장 을 눌러 전자 메일에 답장을 보냅니다.
Exchange ActiveSync 계정의 경우, 전자 메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을 표시하려면 전자
메일을 보는 동안 화면의 오른 쪽 위에서 흰색 플래그
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표시하면 플래그는 빨강
으로 변합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에서 텍스트를 복사, 조회, 번역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부분에서“텍스트 복사, 정보 조회 및 공유”를 참고하십시오.

전자 메일 계정 설정 편집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편집하려는 전자 메일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을 누릅니다.
4.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계정 설정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비밀번호, 설명 등의 전자 메일 계정 설정을 변경합니다.
일반 설정
전자 메일을 읽을 때 글꼴 크기를 설정하고, 서명을 활성화/비활성화하거나 설정하고, 계정을 기본
전자 메일 계정으로 설정하고,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보내기 및 받기
수신할 전자 메일의 최대 파일 크기 제한을 설정하고, 새 전자 메일 확인 빈도 및 확인 개수를
설정합니다. 숨은 참조로 자신에게 보낼 전자 메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
전자 메일 알림 설정을 설정합니다.
계정 삭제
눌러서 전자 메일 계정을 삭제합니다.
5. 뒤로 버튼을 눌러 변경을 저장합니다.

전자 메일 계정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메일 을 누릅니다.

2. 삭제하려는 전자 메일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 계정 삭제 를 누릅니다.

메일 위젯 추가
메일 위젯을 추가하면 초기 화면에서 POP3/IMAP 또는 Exchange ActiveSync 전자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일정
일정에 대하여
휴대폰의 일정 을 사용하여 이벤트, 모임 및 약속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일정과 동기화를 유지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여 Google 캘린더와 휴대폰의 일정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 및 동기화 부분을 참고하여 로그인하십시오.
웹 상의 Google 캘린더에서만 여러 개의 Google 캘린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캘린더들은 웹 상의 Google
캘린더에서 만든 후에 휴대폰의 일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Google 캘린더 만들기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의 Googl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calendar.google.com.

 컴퓨터에서 Microsoft Outloo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HTC 동기화가 Outlook
일정과 휴대폰 일정을 동기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HTC 동기화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정을 휴대폰에 추가한 경우에는
휴대폰의 일정을 Exchange ActiveSync 캘린더 일정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계정 및 동기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일정 이벤트 만들기
휴대폰에만 표시되는 이벤트를 비롯하여 Google 캘린더, 컴퓨터의 Outlook 일정 또는 Exchange
ActiveSync 캘린더와 동기화할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을 누르고 일정 을 누릅니다.

2. 일정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 이벤트 를 누릅니다.
월별 또는 일정별 보기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을 눌러 새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하나 이상의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벤트를 추가할 일정을 선택합니다.
 My Calendar 를 선택하여 내 휴대폰에만 표시되는 일정을 만듭니다.
 Google 계정을 선택하여 Google 캘린더 이벤트를 만듭니다. 웹에 여러 개의 Google 캘린더가
있을 경우에는 이벤트를 추가할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PC Sync 를 선택하여 Outlook 일정 이벤트를 컴퓨터와 동기화합니다.
 Exchange 를 선택하여 Exchange ActiveSync 캘린더 이벤트를 만듭니다.
4. 이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벤트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벤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시작 과 끝 을 눌러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생일이나 종일 이벤트와 같은 특별한 행사의 경우에는 시작 과 끝 으로 날짜를 설정한 다음 종일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이벤트 장소와 설명을 입력합니다.

112

HTC Desire 사용 설명서

7. 미리 알림 시간을 설정합니다.
Google 캘린더 일정에 다른 미리 알림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알림 추가 를
누르십시오.

8.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반복 확인란을 누른 다음 이벤트 주기를 선택합니다.
9.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하여 저장 를 누릅니다.

이벤트에 참석자 초대 (Google 계정에만 해당)
이벤트에 참석자을 초대하려면 Google 캘린더에 이벤트를 만들고 추가해야 합니다. Google 계정을
사용하여 참석자에게 초대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1. 일정을 열고 새 이벤트를 만듭니다. 일정 필드를 누른 다음 Google 계정 (또는 다른 Google 캘린더)
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는“일정 이벤트 만들기”를 참고하십시오.
2. 날짜와 시간, 장소 등, 이벤트의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3. 참석자 필드에 이벤트에 초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주소는 쉼표 ( , ) 로 구분하십시오.
초대를 받은 사람이 Google 캘린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캘린더에 초대를
수신하게 됩니다.
4. 저장 을 눌러 이벤트를 Google 캘린더에 추가합니다.

일정을 사용하여 모임 요청 보내기 (Exchange ActiveSync 에만 해당)
휴대폰에 Exchange ActiveSync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사용하여 모임 약속을 만들고
모임에 초대하려는 사람들에게 모임 요청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1. 일정을 열고 새 이벤트를 만듭니다. 일정 필드를 누른 다음 Exchange 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는“일정 이벤트 만들기”를 참고하십시오.
2. 날짜와 시간, 장소 등, 모임의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임 초대 를 누릅니다.
4.

을 누르고 연락처 또는 회사 디렉터리에서 참석자를 선택합니다.

5.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6. 추가 를 눌러 Exchange ActiveSync 캘린더에 모임 약속을 추가합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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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보기 변경
일정을 열면 기본적으로 월별 보기가 표시되며, 일정별, 날짜별 또는 주별 보기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보기를 전환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보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월별 보기
월별 보기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별 보기에서: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이벤트를 만듭니다.

을 눌러 일정별 보기로 전환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을 눌러 새

 날짜를 눌러 해당 날짜의 이벤트를 봅니다.
 날짜를 길게 눌러 옵션 메뉴를 엽니다. 이 옵션 메뉴에서 이벤트 만들기 또는 일별 또는 일정별
보기로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쓸어 이전 달 또는 다음 달 일정을 봅니다.

일별 및 일정별 보기
일별 보기는 하루의 이벤트 목록을 표시하고 오늘 이벤트를 보는 경우에는 화면 아래에 날씨 정보도
표시됩니다. 일정별 보기는 모든 이벤트 목록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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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왼쪽의 컬러 바는 이벤트가 속한 일정 유형을 나타냅니다. 각 색상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일정 을 누르십시오
일별 보기에서 화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이전 시간 또는 이후 시간의 일정을 봅니다.
 일별 보기에서 날씨 응용 프로그램의 5일 기상 예보 범위 안에 있는 이벤트에만 날씨 정보가 표시됩니다.
 일별 보기를 시간 목록 형식으로 변경하면 일별 보기에 날씨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일정
설정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주별 보기
주별 보기는 한 주의 이벤트 차트를 표시합니다.

주별 보기에서:
 시간대를 길게 눌러 그 시간에 새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눌러 세부 정보를 봅니다.
 화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이전 주 또는 다음 주 일정을 봅니다.
복잡한 주별 보기에서는 광학 트랙볼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선택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광학
트랙볼을 눌러 선택한 이벤트의 세부 정보를 보십시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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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보기, 편집 또는 삭제
만든 이벤트를 보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온 이벤트 초대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보기 및 편집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을 누르고 일정 을 누릅니다.

2. 월별 보기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을 누른 다음 일정을 눌러서 엽니다.
일정 세부 정보 화면이 열리고 일정 요약이 표시됩니다.
3. 일정 요약을 볼 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벤트 장소를 찾습니다.
 Google 캘린더 또는 Exchange ActiveSync 캘린더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참석자를
확인합니다.
 미리 알림 시간을 변경합니다.
 Google 캘린더 일정의 경우 일정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휴대폰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일정 세부 정보 화면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4. 일정의 세부 정보를 더 편집하려면, 일정 세부 정보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일정 수정 을
누릅니다.
5. 일정 정보를 변경합니다.
6. 편집을 마치면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일정 삭제
일정을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세부 정보 화면에서 이벤트 요약을 볼 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일정 삭제 를 누릅니다.
 일별, 일정별 또는 주별 보기에서 이벤트를 길게 누른 다음 일정 삭제 를 누릅니다.
 이벤트를 편집할 때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반복되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일정에서 해당 날짜만 삭제, 해당 날짜와 모든 향후 이벤트 삭제, 또는
이전 및 향후 이벤트 모두 삭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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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이벤트 미리 알림
이벤트에 한 개 이상의 미리 알림을 설정한 경우, 상태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예정된 이벤트 아이콘
이 나타나 예정된 이벤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일정 미리 알림 보기, 해제 또는 다시 알림
1. 상태 표시줄을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지우기 를 눌러 이벤트 미리 알림 및 다른 알림을 모두 삭제합니다. 새 메시지, 부재 중 전화와
같은 다른 유형의 알림도 삭제됩니다.
 알림 창을 연 다음 일정 이벤트 미리 알림을 누르면 대기 중인 이벤트 미리 알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 을 눌러 모든 이벤트 미리 알림을 5분 후에 다시 알리거나, 모두 해제 를 눌러
모든 이벤트 미리 알림을 해제합니다.
 뒤로 버튼을 눌러 상태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미리 알림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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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표시 및 동기화
휴대폰의 일정에서 일정의 표시 또는 숨기기를 선택하고, 동기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표시 또는 숨기기
일정 보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일정 을 누르고 표시하거나 숨기려는 일정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모든 일정 을 누르면 모든 일정이 표시됩니다.
일정을 숨겨도 일정은 계속 동기화됩니다.

휴대폰에서 동기화할 Google 캘린더 선택
휴대폰에서 계속 동기화하거나 동기화를 중지하려는 Google 캘린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oogle 캘린더 동기화 중지
1. 일정 보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일정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다시 누른 다음 캘린더 삭제 를 누릅니다.
3. 일정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Google 캘린더를 선택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4. 뒤로 버튼을 눌러 일정의 새로운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원래 일정 보기로 돌아갑니다.
일정 목록에서 삭제한 일정은 더 이상 휴대폰에는 동기화되지 않지만, 구독 상태는 유지되어 웹의
Google 캘린더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하려는 Google 캘린더 추가
웹에서 만들거나 구독하는 일정, 이전에 일정 목록에서 삭제한 일정만 일정 목록에 표시되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일정 보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일정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다시 누른 다음 캘린더 추가 를 누릅니다.
3. 일정 목록에 추가하려는 Google 캘린더를 선택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4. 뒤로 버튼을 눌러 일정의 새로운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원래 일정 보기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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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설정 변경
일정 설정에서 이벤트 표시 방법 및 예정된 이벤트 알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보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을 눌러 일정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알림 설정
예정된 일정이 있을 때 이벤트 미리 알림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정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모든 종류의 일정에 동일한 이벤트 미리 알림 설정이 적용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고 각 일정에 다른 미리 알림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이벤트 미리 알림의 경고 열기, 알림 보내기 또는 이벤트 알림 끄기를 설정합니다.
기본 알림 시간
이벤트를 미리 알려줄 시간을 선택합니다.
알림음 선택
이벤트 미리 알림을 수신할 때 재생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진동
이벤트 알림을 수신할 때 휴대폰 진동 여부를 선택합니다.
거부한 일정 숨기기
초대를 거절한 이벤트를 표시하거나 숨기도록 선택합니다.

캘린더 보기 설정
일정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항목과 일별, 주별, 월별 보기에 표시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시작 위치
일정을 열 때 표시되는 기본 일정 보기를 선택합니다.
날짜 보기
일별 보기의 형태로 이벤트 목록 또는 시간 목록을 선택합니다.
시작 요일
월별 보기 및 주별 보기의 시작 요일을 일요일 또는 월요일로 설정합니다.
날씨 포함
일별 보기의 이벤트 목록에 날씨 정보를 표시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군/시
기본적으로 날짜 보기에 현재 위치의 날씨가 표시됩니다. 도시를 변경하여 다른 도시의 날씨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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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lendar 보내기
Bluetooth를 사용하여 일정 이벤트를 vCalendar로 누군가의 휴대폰 또는 내 컴퓨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첨부 파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일정 을 누릅니다.

2. 월별 보기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을 누릅니다.
3. 보내려는 일정 이벤트를 길게 누른 다음 vCalendar 공유 를 누릅니다.
4. 이벤트를 보내는 방법으로 Bluetooth 또는 전자 메일을 선택합니다.
5. Bluetooth 사용을 선택하면 vCalendar 를 보낼 수 있도록 휴대폰에서 Bluetooth를 켜고 수신
Bluetooth 장치를 연결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Bluetooth 부분에서“휴대폰에서 다른 장치로
정보 보내기”절차에 따르십시오.
전자 메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새 메시지 창이 열리고 vCalendar 가 첨부 파일로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기본 전자 메일 계정이 사용됩니다. 메일 응용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멀티미디어 메시지에서도 vCalendar 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보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일정 위젯에 대하여
다양한 일정 보기를 제공하는 일정 위젯을 초기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젯에서 날짜 또는
이벤트를 누르면 일정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위젯으로 초기 화면 개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시계 및 날씨
HTC 시계 위젯에 대하여
초기 화면에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HTC 시계 위젯은 현재 날짜와 시간,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위젯에서 날씨 이미지를 눌러 날씨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자세한 일기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날씨 확인”을 참고하십시오.

HTC 시계 위젯은 다양한 외관과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다른 도시의 시간을 보여 주는 시계를
추가하려면 확장된 초기 화면에 다른 시계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위젯으로 초기 화면 개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시계 및 날씨

시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계 응용 프로그램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날짜, 시간,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탁상 시계로 기능하고, 야광 시계 또는 화면 보호기로도 기능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세계 시계도 포함되어 있으며. 알람 시계, 초시계,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있습니다.
시계 응용 프로그램을 열려면: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시계 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에 있는 탭을 누르거나 손가락을 탭으로 이동하여 시계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1
1

2

3

탁상 시계 탭

2 세계 시계 탭
3 알람 탭
4 초시계 탭
5 타이머 탭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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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시계 사용
시계 응용 프로그램을 열면 탁상 시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탁상 시계에는 현재 날짜, 시간, 날씨, 알람 시계 및 배터리 충전 레벨이 표시됩니다. 화면을 어둡게
설정하여 탁상 시계에 시간과 날씨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2

5
4

1

3

알람 설정 여부를 표시합니다. 알람 시계를 켜고 설정하는 방법은“알람 시계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2 날짜와 시간 아래에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가 표시됩니다. 날씨 정보를 누르면 날씨 응용 프로그램이 열려
다음 며칠 간의 일기 예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날씨 확인”을
참고하십시오.
3 배터리 충전 레벨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전원 어댑터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표시됩니다.
4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탁상 시계에 시간과 날짜만 표시됩니다. 화면을 다시 켜려면 화면의 아무
곳이나 누르거나 휴대폰의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5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화면 보호기로 전환됩니다. 화면 보호기 모드에서 시간과 날짜는 몇 분
마다 화면에서 위치가 변경됩니다. 화면을 다시 켜려면 화면의 아무 곳이나 누르거나 휴대폰의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탁상 시계 화면에 다른 표준 시간대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준
시간대를 선택하는 방법은“표준 시간대, 날짜 및 시간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시계 및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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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계 사용
시계 응용 프로그램의 세계 시계 화면을 사용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현재 시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도시를 설정하고, 세계 시계 목록에 더 많은 도시를 추가하며, 표준 시간대,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 도시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2. 세계 시계 탭을 누릅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홈 설정 을 누릅니다.
4. 거주 도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 목록에서 일치하는 도시와 국가가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5. 목록을 스크롤하여 거주 도시를 누릅니다.

표준 시간대, 날짜 및 시간 설정
휴대폰에 표준 시간대,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먼저 시간 자동 동기화를 꺼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2. 세계 시계 탭을 누릅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현지 시간 설정 을 눌러 날짜 및 시간 설정 화면을 엽니다.
4. 자동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5. 표준시간대 선택 을 누릅니다. 목록을 스크롤하여 원하는 표준 시간대를 누릅니다.
6. 날짜를 변경하려면 날짜 설정 을 누릅니다. 화면에서 년, 월, 일 스크롤 휠을 돌려 날짜를 조정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7. 시간을 변경하려면 시간 설정 을 누릅니다. 화면에서 시, 분 스크롤 휠을 돌려 시간을 조정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8. 24시간 형식 사용 확인란을 눌러 12 시간 또는 24 시간 형식 사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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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날짜 형식 선택 을 누른 다음 날짜 표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날짜 형식은 알람 시계에
표시되는 날짜에도 적용됩니다.)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날짜 및 시간 을 눌러 날짜 및 시간 설정 화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세계 시계 화면에 도시 추가
세계 시계 화면에 더 많은 도시를 추가하여 해당 도시들의 날짜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및 거주 도시 이외에도 세계 시계 화면에 최대 15 개의 도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2. 세계 시계 탭을 누릅니다.
3. 도시 추가 를 누릅니다. 추가하려는 도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 목록에서 일치하는
도시와 국가가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4. 일치 목록을 스크롤하여 추가하려는 도시를 누릅니다.

시계 및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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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시계 설정
시계 응용 프로그램의 알람 화면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기상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2. 알람 탭을 누릅니다.
3. 알람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알람을 누릅니다.
4. 알람 설정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끌어 시간 스크롤 휠을 돌려 알람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알람 설정 화면을 스크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알람 옵션을 봅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설명 을 입력하고 사용하려는 알람 소리 를 선택합니다.
 반복 을 누릅니다. 알람을 울릴 요일을 선택하고 확인 을 누릅니다.
 알람이 꺼질 때 휴대폰이 진동하게 하려면 진동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알람 설정을 마치면 완료 를 누릅니다.
 알람을 끄려면 알람의 확인란을 해제 (눌러서) 하십시오.
 3 개 이상의 알람을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알람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알람 추가 를 누르십시오.

알람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2. 알람 탭을 누릅니다.
3. 알람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4. 삭제하려는 알람을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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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소리 설정 변경
하나 이상의 알람을 설정한 경우, 알람 볼륨, 알람 다시 알림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초기 화면에서 HTC 시계 위젯을 누릅니다.
2. 알람 탭을 누릅니다.
3. 알람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다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무음 모드입니다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볼륨이 무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알람
소리를 재생합니다. 볼륨이 무음 모드일 때 알람도 무음으로 설정하려면 이 확인란을 해제하십시오.
알람 볼륨
알람의 볼륨 크기를 설정합니다.
다시 알림 간격
알람을 다시 알릴 간격을 설정합니다.
옆 버튼 동작
옆 버튼 (볼륨 크게/자게) 을 눌렀을 때의 알람 동작을 선택합니다. 다시 알림, 알람 해제 또는 버튼
비활성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옆 버튼은 휴대폰 화면이 잠겨 있지 않을 때에만 기능합니다. 화면이 잠겨져 있을 때에는 화면에서
다시 알림 버튼을 눌러 다시 알림을 설정하거나 화면을 아래로 내려 알람을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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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확인
휴대폰을 처음 설정할 때 위치 서비스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초기 화면의 HTC 시계 위젯에 현재
위치의 날씨가 표시됩니다.
날씨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재 날씨를 확인하고 다음 4일간의 일기 예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현재 위치의 날씨 이외에도 세계 다른 도시의 날씨도 표시합니다.
휴대폰을 처음 설정할 때 위치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HTC 시계 위젯, 날씨 응용 프로그램 및 날씨 위젯에서 현재 위치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
메뉴를 누르고 설정 > 위치 를 누른 다음 무선 네트워크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1. 휴대폰의 Wi-Fi 또는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연결 방법은 인터넷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날씨 를 누릅니다.

3. 날씨 화면에는 현재 위치의 날씨가 표시됩니다. 다른 도시의 날씨를 확인하려면 손가락을 화면의
위로 쓸어 올리거나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4. 날씨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날씨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표시합니다. 언제든지
눌러 최신 날씨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을

5. 웹에서 상세한 날씨 정보를 보려면, 날씨 화면의 아래에 있는 날씨 를 누릅니다.

날씨 화면에 도시 추가
날씨 화면에 도시를 추가하여 이 도시들의 날씨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이외에도 날씨
화면에 최대 15개의 도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2. 날씨 화면에서

을 누른 다음 날씨 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3. 추가하려는 위치를 텍스트 필드에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 입력한 글자를 기준으로
목록에서 예상되는 위치가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4. 원하는 도시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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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화면의 도시 순서 변경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날씨 를 누릅니다.

2. 날씨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정렬 을 누릅니다.
3. 이동하려는 항목의 끝에서
놓습니다.

을 길게 누릅니다. 항목 줄이 녹색으로 표시되면 새 위치로 끌어다

4. 완료 를 누릅니다.

날씨 화면에서 도시 삭제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날씨 를 누릅니다.

2. 날씨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도시를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날씨 옵션 변경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날씨 를 누릅니다.

2. 날씨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3. 다음 날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날씨 업데이트의 자동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제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일정을 설정하려면 업데이트 빈도 를 누르고 일정을 선택합니다.
 온도 눈금 을 눌러 날씨의 온도 표시 단위로 섭씨 또는 화씨를 선택합니다.

날씨 위젯에 대하여
날씨 위젯을 사용하면 날씨 응용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현재 위치 및 다른 도시의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위젯에는 다양한 외관과 스타일이 제공됩니다. 위젯을 아직 추가하지 않은 경우, 이 위젯을 초기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위젯으로 초기 화면 개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인터넷
데이터 연결
휴대폰을 처음으로 켰을 때 (SIM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휴대폰은 해당 이동 통신사의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중인 데이터 연결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모바일 네트워크 >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APN 을 누릅니다.

데이터 연결 켜기/끄기
데이터 연결을 끄면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연결을 끄면 전자 메일, 소셜 네트워크 계정 및 다른 동기화 정보를 항상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모바일 네트워크 확인란을 선택하여 데이터 연결을 켜거나,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여 데이터
연결을 끕니다.

새 액세스 포인트 만들기
휴대폰에 다른 데이터 연결을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이동 통신사로부터 APN 과 설정 (필요할 경우,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포함) 을 가져와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2. 모바일 네트워크 > APN 을 누릅니다.
3. APN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 APN 을 누릅니다.
4. 액세스 포인트 편집 화면에서 APN 설정을 입력합니다. APN 설정 항목을 눌러 편집합니다.
5.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 APN 설정을 마치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데이터 로밍 활성화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면 이동 통신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동 통신사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모바일 네트워크를 누른 다음 데이터 로밍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로밍 중에 데이터 서비스에 액세스하면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밍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동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 요금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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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Wi-Fi는 최대 300 피트 (100 미터) 범위에 무선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휴대폰에서 Wi-Fi를
사용하려면 무선 액세스 포인트 또는“hotspot”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Wi-Fi 신호의 가용성 및 범위는 신호가 통과하는 개수, 인프라 및 기타 개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Wi-Fi 켜기 및 무선 네트워크 연결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Wi-Fi 확인란을 선택하여 Wi-Fi를 켭니다. 휴대폰이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합니다.
3. Wi-Fi 설정 을 누릅니다. 검색된 Wi-Fi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름과 보안 설정이 Wi-Fi 네트워크
섹션에 표시됩니다.
4. 연결하려는 Wi-Fi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공개 네트워크를 선택한 경우에는 공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WEP 보안 네트워크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안 키를 입력한 다음 연결 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유형 및 보안 설정에 따라 다른 정보를 더 입력하거나 보안 인증서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상태 표시줄에 Wi-Fi 아이콘
이 나타나고 신호 강도
(막대 개수) 를 표시합니다. Wi-Fi 설정에서 네트워크 알림 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이 사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감지할 때마다 상태 표시줄에 이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휴대폰을 기본값으로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다음 번에 이전에 액세스했던 보안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보안
키 또는 다른 보안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AP-TLS 보안으로 Wi-Fi 네트워크 연결
EAP-TLS 인증 프로토콜로 Wi-Fi에 연결하려면 휴대폰에 네트워크 인증서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p12) .
1. 인증서 파일을 저장소 카드의 루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2.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보안 을 누릅니다.
3. SD 카드에서 설치 를 누릅니다.
4. EAP-TLS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Wi-Fi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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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 상태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무선 및 네트워크 화면에서 Wi-Fi 설정 을 누른 다음 현재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Wi-Fi 네트워크 이름, 상태, 속도, 신호 강도 등을 보여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휴대폰에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삭제하려면 이 창에서 저장 안함 을 누르십시오. 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설정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Wi-Fi 네트워크에 연결
1. 무선 및 네트워크 화면에서 Wi-Fi 설정 을 누릅니다. Wi-Fi 네트워크 섹션에 검색된 Wi-Fi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Wi-Fi 설정 창에서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검색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검색 을 누릅니다.
2. 연결하려는 다른 Wi-Fi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연결하려는 무선 네트워크가 검색된 네트워크 목록에 없으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Wi-Fi 네트워크 추가 를
누르십시오.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한 다음 저장 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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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결 및 Wi-Fi 위젯 추가
데이터 연결 및/또는 Wi-Fi 위젯을 초기 화면에 추가하여 해당 연결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위젯을 눌러 연결을 켜거나 끕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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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설망 (VPN) 연결
가상 사설망은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보안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내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휴대폰에서 이러한 가상 사설망 (VPN) 을 추가하고 설정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VPN 연결을 위한 준비
회사에서 사용하는 VPN 유형에 따라 회사의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로그인 자격 증명 입력
및/ 또는 보안 인증서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휴대폰에서 VPN 연결을 시작하려면 먼저 Wi-Fi 또는 데이터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연결의 설정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은“데이터 연결”및“Wi-Fi”를 참고하십시오.

보안 자격 증명 저장소 설정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안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먼저 휴대폰의 보안 자격
증명 저장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설정 > 보안 을 누른 다음 비밀번호 설정 을 누릅니다.
2. 자격 증명 저장소의 새 비밀번호 (공백 없이 8 자 이상) 를 입력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3. 보안 자격 증명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제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절차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VPN 연결 추가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VPN 설정 을 누릅니다.
2. VPN 추가 를 누른 다음 추가하려는 VPN 유형을 누릅니다.
3. VPN 설정을 누르고,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획득한 보안 세부 정보에 따라 설정합니다.
4. 설정을 마치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이 VPN 이 VPN 설정 화면의 VPN 섹션에 추가됩니다.

VPN 연결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VPN 설정 을 누릅니다.
2. VPN 섹션에서 연결하려는 VPN을 누릅니다.
3.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한 다음 연결 을 누릅니다. 연결되면 제목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VPN 연결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4. 웹 브라우저를 열어 회사 네트워크의 인트라넷 사이트와 같은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휴대폰의 웹 브라우저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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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연결 끊기
1. 제목 표시줄을 길게 누른 다음 아래로 내려 알림 창을 엽니다.
2. VPN 연결을 눌러 VPN 설정 창으로 돌아간 다음 VPN 연결을 눌러 연결을 끊습니다.
휴대폰이 VPN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제목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VPN 연결 끊김 아이콘
표시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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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웹 브라우저 사용
웹 브라우저를 열어 웹 검색을 시작합니다. 브라우저는 최적화되어 있으며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즐길 수 있는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액세스하려면 활성화된 데이터 연결 또는 Wi-Fi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브라우저 열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인터넷 을 누릅니다.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웹 페이지로 이동
1. 브라우저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화면 위쪽에 있는 URL 필드를 누릅니다.
2. 키보드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일치하는 웹 페이지 주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주소를 눌러 해당 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거나, 웹 페이지 주소를 계속
입력합니다.

3. 터치 키패드에서 입력을 누릅니다.

홈 페이지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를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 홈 페이지 설정 을 누릅니다.
3. 홈 페이지 설정 창에서 사용하려는 홈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화면 방향 변경
화면 방향은 휴대폰을 잡는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화면 방향을 자동으로 변경하려면 홈 > 메뉴 >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에 있는 방향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웹 사이트의 풀 버전 검색
일부 웹 사이트는 휴대폰 웹 브라우저에 모바일 버전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도 모든 페이지의
풀 버전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르고 더 보기 > 설정 을 누른 다음 모바일 보기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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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탐색
화면 또는 광학 트랙볼 위에서 손가락을 쓸어 웹 페이지를 탐색하거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 확대 또는 축소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확대되고, 다시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축소됩니다. 손가락을
핀치하거나 펼쳐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엄지와 검지를‘펼치면’확대됩니다.

웹 페이지에서 엄지와 검지를‘핀치하면’축소됩니다.

웹 페이지에서 링크 선택
손가락으로 링크를 눌러 링크를 열거나, 링크를 길게 눌러 더 많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링크

할 수 있는 작업

웹 페이지
주소 (URL)

 링크를 눌러 웹 페이지를 엽니다.
 링크를 길게 눌러 메뉴를 열고, 북마크, 클립보드에 복사 또는 전자 메일로 링크 공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눌러서 전자 메일 주소로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길게 누른 다음 메뉴에서 복사를 눌러 전자 메일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나중에 새
연락처를 만들거나 새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낼 때 전자 메일 주소를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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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는 전화를 걸거나 Google Maps™ 에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일부 전화 번호 및 주소도
인식합니다. 인식된 전화 번호 또는 주소를 탐색하면 강조 표시됩니다.
링크

할 수 있는 작업

위치 주소

주소를 눌러 Google Maps를 열고 주소를 탐색합니다.

전화 번호

눌러서 전화 다이얼러를 열고 전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광학 트랙볼을 사용하 여 웹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탐색하거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크기의 텍스트 및 링크를 볼 때 특히 유용합니다. 선택된 링크는 컬러 상자 안에 표시됩니다.

1
1

2

선택된 링크.

2 선택되지 않은 링크.

광학 트랙볼로 링크를 선택한 다음 광학 트랙볼을 눌러 링크를 열거나, 길게 눌러 더 많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브라우저 창 열기
여러 개의 브라우저 창을 열어 웹 사이트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의 브라우저 창을 열 수
있습니다.
1. 웹 페이지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창 을 누릅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새 브라우저 창이 열리고 설정된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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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창 전환
1. 웹 페이지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창 을 누릅니다.
2. 화면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 보려는 브라우저 창을 선택합니다.

1

2

1

눌러서 웹 페이지를 닫습니다.

2 눌러서 웹 페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웹 페이지에서 텍스트 찾기
1. 웹 페이지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페이지에서 찾기 를 누릅니다.
2. 검색 항목을 입력합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일치하는 문자가 강조 표시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이전 또는 다음 일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웹에서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웹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먼저 휴대폰 설정에서 다운로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응용프로그램 을 누릅니다.
2. 알 수 없는 소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주의 대화 상자가 열리면 확인 을 누릅니다.
다운로드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소 카드에 저장됩니다. 웹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휴대폰에 저장소 카드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저장소 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웹에서 응용 프로그램은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Android 마켓과 같이 신뢰하는 소스에서만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기타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서“Android 마켓에서 응용 프로그램 찾기 및 설치”를 참고하십시오.

다운로드 보기
웹 페이지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다운로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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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복사, 정보 조회 및 공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사.
 Wikipedia 또는 Google 사전에서 조회.
 Google 번역에서 텍스트 번역.
 새 전자 메일, 텍스트, 멀티미디어 메시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의 상태 업데이트에서 텍스트 공유.

텍스트 선택
1. 단어를 길게 누릅니다.
링크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려면 링크를 길게 누른 다음 텍스트 복사 를 누르십시오.

2. 시작 및 끝 표시를 끌어 선택하려는 텍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1

2

1

눌러서 텍스트를 복사, 검색/번역 또는 공유합니다.

2 시작 및 끝 표시. 끌어서 텍스트 선택 영역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긴 텍스트 블럭을 선택하면 표시 모양이 바뀝니다. 이 표시를 위 또는 아래로 끌어 여러 개의 텍스트
단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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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복사 및 붙여넣기
1. 복사하려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선택한 텍스트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2. 텍스트 입력 필드에서 (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텍스트를 붙여넣으려는 지점을 길게 누릅니다.
3. 붙여넣기 를 누릅니다.

텍스트 검색 또는 번역
1. 검색 또는 번역하려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2. 다음 탭 중 하나를 누릅니다.
Wikipedia. Wikipedia에서 선택한 텍스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찾아봅니다.
Google 번역.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Google 사전. 사전에서 선택한 텍스트를 조회합니다.

새 메시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상태 업데이트에 텍스트 붙여넣기
1. 공유하려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2. 새 전자 메일, 텍스트, 멀티미디어 메시지 또는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상태 업데이트에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메시지 및 소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북마크 및 이전에 방문한 페이지 보기
원하는 북마크를 휴대폰에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이트에 대한 편리한 기록 목록에
액세스하거나, 가장 자주 액세스하는 페이지를 빠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웹 페이지 북마크
1. 웹 페이지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추가 를 누릅니다. 새 북마크 화면이 열립니다.
2. 필요한 경우, 북마크 이름을 편집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북마크 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북마크 탭

에서 열려는 북마크를 탐색하여 누릅니다.

북마크 편집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북마크 탭

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 편집 을 누릅니다.

4. 편집하려는 북마크를 누릅니다.
5. 변경 사항을 입력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인터넷

141

이전에 방문한 페이지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기록 탭

에서 보려는 페이지를 탐색하여 누릅니다.

이전에 방문한 페이지 목록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기록 탭

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기록 지우기 를 누릅니다.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가장 자주 방문 탭

에서 보려는 페이지를 탐색하여 누릅니다.

가장 자주 방문한 페이지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가장 자주 방문 탭

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모두 지우기 를 누릅니다.

북마크 또는 가장 자주 방문한 페이지 보기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북마크 를 누릅니다.
3. 북마크 탭
또는 가장 자주 방문 탭
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다음 썸네일, 목록 또는 눈금 을
눌러 보기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북마크를 축소판 그림 보기에서 눈금 보기로 변경하려면 메뉴 >
목록 을 누른 다음, 메뉴 > 눈금 을 누릅니다.

브라우저 옵션 설정
사용자의 검색 습관에 맞춰 웹 브라우저를 사용자 설정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
개인 정보 및 보안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인터넷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더 보기 > 설정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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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 (테더링)
휴대폰의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온라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 설정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데이터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HTC 동기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기화 부분에서“HTC
동기화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컴퓨터에서 모뎀으로 사용하려면 휴대폰에 SIM 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1. 휴대폰의 데이터 연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폰의 데이터 연결을 켜는 방법은“데이터
연결 켜기/끄기”를 참고하십시오.
2.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3. PC 에 연결 창에서 인터넷 공유 를 선택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USB 대용량 저장소 기능이 비활성화되고 HTC 동기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
Bluetooth 사용
Bluetooth 는 물리적인 연결 없이 반경 약 8 미터 범위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또는 비행 중인 기내나 병원과 같이 무선 장치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Bluetooth 를 끄십시오.

Bluetooth 켜기/끄기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Bluetooth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제합니다.
초기 화면에서 Bluetooth 위젯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Bluetooth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휴대폰 이름 변경
휴대폰 이름은 다른 기기에서 인식되는 내 휴대폰의 이름입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Bluetooth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Bluetooth 를 켭니다.
3. Bluetooth 설정 > 장치이름 을 누릅니다.
4. 대화 상자에 휴대폰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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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 연결
Bluetooth 스테레오 헤드셋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호환 Bluetooth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를
사용하여 핸즈 프리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오디오와 핸즈 프리를 설정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로 음악을 들으려면 헤드셋이나 자동차 키트가 A2DP Bluetooth 프로필을
지원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Bluetooth 설정 을 누릅니다.
2. Bluetooth 가 켜져 있지 않으면 Bluetooth 확인란을 눌러서 켭니다.
3. 휴대폰이 헤드셋을 찾을 수 있도록 헤드셋이 검색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헤드셋을 검색 가능한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은 헤드셋에 제공된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4. 장치 검색 을누릅니다. 휴대폰이 범위 안에 있는 Bluetooth 장치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5. Bluetooth 장치 섹션에 헤드셋 이름이 표시되면 해당 이름을 누릅니다. 휴대폰이 헤드셋을 자동으로
페어링합니다.
6. 자동으로 페어링하지 못한 경우에는 헤드셋에 제공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Bluetooth 장치 섹션에 페어링 및 연결 상태가 핸즈 프리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휴대폰에 Bluetooth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가 연결되어 있을 때 상태 표시줄에
Bluetooth 연결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연결한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의 종류에 따라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를 사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 다시 연결
헤드셋을 휴대폰과 페어링한 후에는 휴대폰에서 Bluetooth를 켠 다음 헤드셋을 켜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나 헤드셋을 다른 Bluetooth 장치에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수동으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Bluetooth 설정 을 누릅니다.
2. Bluetooth 가 켜져 있지 않으면 Bluetooth 확인란을 눌러서 켭니다.
3. 헤드셋이 검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Bluetooth 장치 섹션에서 헤드셋의 이름을 누릅니다.
5. 암호 입력 창이 나타나면 0000 또는 1234을 입력하거나, 헤드셋/자동차 키트 문서에서 암호를 찾아
입력합니다.
여전히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를 다시 연결할 수 없으면“Bluetooth 장치에서 페어링 해제”절차를
수행한 다음, 위의“Bluetooth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 연결”절차에 따르십시오.

Bluetooth

Bluetooth 장치 연결 끊기 또는 페어링 해제
Bluetooth 장치 연결 끊기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Bluetooth 설정 을 누릅니다.
2. Bluetooth 장치 섹션에서 연결을 끊으려는 장치를 길게 누릅니다.
3. 연결 끊기 를 누릅니다.

Bluetooth 장치 페어링 해제
휴대폰과 다른 Bluetooth 장치의 페어링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치에 다시 연결하려면
암호를 다시 입력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Bluetooth 설정 을 누릅니다.
2. Bluetooth 장치 섹션에서 페어링을 해제하려는 장치를 길게 누릅니다.
3. 페어링 해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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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를 사용하여 정보 보내기 및 받기
Bluetooth 를 사용하여 휴대폰과 다른 Bluetooth 활성 장치 (예: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휴대폰과 다른 장치 사이에 정보를 전송할 때 보안 암호를 입력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휴대폰과 다른 장치가 페어링되어 정보 전송을 위해 암호를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다른 장치로 정보 보내기
수신 장치에 따라 다음 유형의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및 동영상
 캘린더 일정
 연락처
 오디오 파일
1. 수신 장치를 검색 가능 모드로 설정합니다.“무선 수신”또는“파일 수신”으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luetooth 를 통한 정보 수신에 대한 설명은 장치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2. 휴대폰에서 보내려는 정보 또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전송하려면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사진 을 누릅니다.
3. 보내려는 항목 유형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미리 보기 창에서 공유 버튼
Bluetooth를 누릅니다.
 사진 및 동영상 (사진에서). 앨범 탭
에서 앨범을 누릅니다. 공유 버튼
Bluetooth를 누른 다음 공유하려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을 누른 다음
을 누르고

 일정 이벤트. 일정의 일별 보기, 일정별 보기 또는 주별 보기에서 이벤트를 길게 누른 다음
vCalendar 공유 > Bluetooth 를 누릅니다.
 연락처. 연락처 화면의 모두 탭
에서 연락처를 길게 누른 다음 vCard로 연락처 보내기 를
누릅니다.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누른 다음 표시된 목록에서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음악 트랙. 지금 재생 중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공유 > Bluetooth 를 누릅니다.
 음성 녹음. 녹음기 메인 화면에서 공유 버튼

을 누른 다음 Bluetooth 를 누릅니다.

4. Bluetooth 켜기 확인 창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5. 수신 장치의 이름을 누릅니다.
6. 수신 장치 연결 확인 창이 나타나면 수락하고 휴대폰과 다른 장치에 같은 암호를 입력하거나, 자동
생성 암호를 확인합니다.
7. 수신 장치에서 파일을 수락합니다.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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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저장되는 위치는 정보 유형 및 수신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캘린더 일정 또는 연락처를 보낼 경우, 일반적으로 수신 장치의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바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 일정을 호환 휴대폰에 보내면 이 일정은 수신 휴대폰의 캘린더 응용
프로그램에 나타납니다
 다른 파일 유형을 Windows 컴퓨터에 보낼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문서 폴더의 Bluetooth
Exchange 폴더에 저장됩니다.
Windows XP에서의 경로: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이름]\내 문서\Bluetooth
Exchange
Windows Vista에서의 경로: C:\사용자\[사용자 이름]\문서
 다른 장치에 파일을 보낼 경우, 저장 위치는 파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을
다른 휴대폰에 보내면 이 이미지는“이미지”폴더에 저장됩니다.

다른 장치에서 정보 받기
휴대폰에서 Bluetooth를 통해 사진, 음악 트랙, 문서 (예: PDF) 등, 다양한 파일 유형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치에서 파일을 수신하려면 휴대폰에 SD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Bluetooth 설정 을 누릅니다.
2. Bluetooth 가 켜져 있지 않으면 Bluetooth 확인란을 눌러서 켭니다.
3. 검색가능 확인란을 누릅니다.
4. 발신 장치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내 휴대폰으로 보냅니다. Bluetooth를 통한 정보 발신에 대한
설명은 장치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5. 확인 창이 나타나면 휴대폰과 다른 장치에 같은 암호를 입력하거나, 자동 생성 암호를 확인합니다.
Bluetooth 인증 요청이 휴대폰에 표시됩니다.
6. 앞으로 이 발신 장치로부터 파일을 자동으로 수신하려면 항상 신뢰하는 장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8. 휴대폰이 파일 전송 요청 알림을 수신하면 알림 창을 내리고 수락 을 누릅니다.
9.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파일을 즉시 열어보려면 알림 창을 내리고 해당 알림을
누릅니다.
수신한 파일을 연 후의 동작은 파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미디어 파일과 문서는 일반적으로 호환 응용 프로그램에서 바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 음악 트랙을
열면 음악 응용 프로그램에서 재생이 시작됩니다.
 vCalendar 파일의 경우, 이벤트를 저장하려는 일정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vCalendar
가 일정에 추가됩니다. 일정 사용에 대한 내용은 일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vCard 연락처 파일의 경우, 저장소 카드에 여러 개의 vCard 파일이 있으면 하나, 여러 개 또는 모든
연락처를 연락처 목록으로 가져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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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면에 Bluetooth 수신 폴더 추가
초기 화면에 Bluetooth 로 받은 모든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을 누릅니다.

2. 초기 화면에 추가 화면에서 폴더 > Bluetooth 수신 을 누릅니다.
3. Bluetooth 수신 폴더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 원하는 초기 화면의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폴더 내용을 보려면 폴더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파일을 열려면 파일 이름을 누르십시오.

카메라
카메라 기본
출장이든 여가를 위한 여행이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microSD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microSD
카드에 저장됩니다.
microSD 카드를 휴대폰에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부분에서“저장소 카드 설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삽입하십시오.

 사진 모드에서 카메라를 열고 사진을 촬영하려면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카메라 를 누르십시오.
 동영상 모드에서 카메라를 열어 즉시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홈 버튼을 누르고
캠코더 를 누르십시오.

뷰파인더 화면
카메라는 가로 보기만 표시합니다. 뷰파인더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5
4
1

3

2

1

메뉴 탭
눌러서 메뉴 창을 열고 카메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카메라 설정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2

보기 버튼
눌러서 사진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저장소 카드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자동 초점 표시
카메라가 다른 대상 또는 장소를 향하면 자동으로 초점이 화면 중앙에 맞춰지며
중앙에 자동 초점 표시가 나타납니다.
화면의 다른 영역을 누르면 누른 위치로 이 표시가 이동되고 자동으로 이 위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4

확대/축소 버튼
눌러서 화면에 확대/축소 막대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자세한 내용은“확대/축소”를 참고하십시오.

5

플래시 버튼
눌러서 다른 카메라 플래시 모드로 전환합니다.

을 누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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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트랙볼을 셔터로 사용
광학 트랙볼은 카메라의 셔터로 사용됩니다. 광학 트랙볼을 눌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다시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중지됩니다.

검토 화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검토 화면에 방금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시작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터치 버튼을 눌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사진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뒤로
뷰파인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삭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합니다.
공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Bluetooth를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 또는 컴퓨터로 보내거나, 전자 메일로
보내거나, 업로드하려는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보기
사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사진 방향 회전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카메라

확대/축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화면의 확대/축소 막대를 사용하여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 확대/축소 막대를 표시하려면 확대/축소 버튼
위 또는 아래로 밀어 확대/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을 누릅니다. 손가락을 뷰파인더 화면의

확대/축소 막대가 뷰파인더 화면에 표시되는 동안, 화면의 오른쪽 위에는 남은 사진 수 또는 남은
동영상 시간이 표시됩니다.
2.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뷰파인더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밉니다. 확대/축소
막대에서 손가락을 끌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을 눌러 최대 크기로 확대합니다.



을 눌러 실제 크기로 축소합니다.

3. 작업을 완료한 후 몇 초 기다리면 확대/축소 막대가 화면에서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확대/축소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뷰파인더 화면을 눌러 숨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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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카메라 를 누릅니다.
2.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대/축소 막대를 사용하는
방법은“확대/축소”를 참고하십시오.
3. 뷰파인더 화면에서 Flash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주변 조명 상태에 적합한 카메라 플래시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동 플래시
플래시 켜기
플래시 끄기
4. 뷰파인더 화면에 대상을 위치합니다.
5. 카메라가 자동으로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는, 사용자가 직접 초점을 맞추려는 화면의 다른
영역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6. 광학 트랙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합니다.
7. 방금 촬영한 사진에 대해 수행하려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검토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켜지지 않습니까?
플래시를 사용하면 배터리 전원이 많이 소모됩니다. 카메라는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다음
상황에서 플래시를 비활성화합니다 (카메라 플래시 모드를 자동 플래시 또는 플래시 켜기 로 설정한
경우에도):
전화가 걸려올 때
전화가 걸려올 때 플래시는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통화를 마치면 플래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를 플래시 켜기로 설정한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끊은 후에 다시 켜집니다.
휴대폰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일 때
카메라가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재충전하십시오.
추운 날씨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플래시에 영향을 미칠 때
플래시를 켤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 전원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따뜻하게 보관하십시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켓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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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감지
휴대폰 카메라의 자동 초점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할 경우, 카메라는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초점을
조절합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는 얼굴 감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캠코더 를 누릅니다.

2.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대/축소 막대를 사용하는
방법은“확대/축소”를 참고하십시오.
3. 화면에 대상을 위치합니다.
4. 카메라가 자동으로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는, 사용자가 직접 초점을 맞추려는 화면의 다른
영역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5. 광학 트랙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6. 촬영을 중지하려면 광학 트랙볼을 다시 누릅니다.
7. 방금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수행하려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검토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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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정
메뉴 창을 열어 기본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더 많은 카메라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뉴 창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설정 변경
1. 뷰파인더 화면에서

을 눌러 메뉴 창을 엽니다.

2. 기본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려면 메뉴 창에서 다음 아이콘을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노출
밝기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밝기 조절 막대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밝기 조절 막대를 위 또는
아래로 끌어 밝기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미지 속성
손가락으로 각 슬라이더를 끌어 대비, 채도 및 선명도를 조절합니다.
효과
촬영하려는 사진과 동영상에 특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메뉴를 스크롤하여 세피아, 과대
노출, 포스터화 등의 효과를 선택합니다.

고급 설정 변경
1. 뷰파인더 화면에서

을 눌러 메뉴 창을 엽니다.

2. 메뉴 창에서
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열고 카메라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흰색 밸런스
흰색 밸런스는 현재 조명 환경을 조정하여 카메라가 색상을 더욱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합니다.
흰색 밸런스 설정 항목에는 자동, 백열광, 형광, 일광 및 흐림이 있습니다.
ISO (사진 모드에만 해당)
ISO 레벨을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ISO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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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촬영에 사용할 사진 또는 동영상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와이드스크린 (사진 모드에만 해당)
이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으면 (기본값), 선택한 사진 해상도는 5:3 화면비로 표시되고, 전체 뷰파인더
화면 프레임 안에 촬영 대상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사진 해상도는 표준 4:3
화면비로 표시됩니다.
화질 (사진 모드에만 해당)
사진 촬영에 사용할 화질 레벨을 선택합니다.
셀프타이머 (사진 모드에만 해당)
셀프 사진 또는 그룹 사진을 촬영해야 할 경우에 셀프타이머를 2 초 또는 10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태그 사진 (사진 모드에만 해당)
촬영한 사진에 GPS 위치를 저장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녹화 길이 (동영상 모드에만 해당)
동영상 촬영의 최대 시간 또는 파일 크기를 설정합니다.
오디오와 함께 녹화 (동영상 모드에만 해당)
동영상을 촬영할 때 오디오 녹음 여부에 따라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제합니다.
계량 모드
카메라가 최적 노출을 계산하기 위해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장소 모드에서 카메라는 초점 주변의 빛을 측정합니다.
 중심지 모드에서 카메라는 중앙의 빛을 측정합니다.
 평균 모드에서 카메라는 전체 이미지의 빛을 측정합니다.
검토 시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뷰파인더 화면으로 돌아가기 전에 검토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깜박임 조정
형광등 조명의 실내에서 촬영할 때 이 설정을 자동으로 유지하거나, 해당 국가에 적합한 전원 주파수
(50Hz 또는 60Hz) 로 변경하여 깜박임을 줄입니다.
자동 초점
이 옵션은 중앙 자동 초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자동 초점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얼굴 감지 (사진 모드에만 해당)
이 옵션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초점을 조절합니다. 자동 초점이
비활성화되면 얼굴 감지 기능도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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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사진 모드에만 해당)
촬영한 사진에 날짜와 시간을 추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눈금 (사진 모드에만 적용)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대상을 프레임 안에 쉽게 위치하고 중앙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 뷰파인더
화면에 눈금을 표시합니다.
기본값으로 재설정
눌러서 카메라를 기본 설정값으로 복원합니다.

사진
사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저장소 카드에 다운로드 또는 복사한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Facebook과 Flickr만) 에 있는 내 사진과 친구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소 카드에 있는 사진에 대해 회전, 자르기와 같은 기본적인 편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연락처 사진 또는 배경 화면으로 쉽게 만들고 친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앨범 선택
사진 응용 프로그램을 열려면 홈 버튼,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르십시오.

사진 응용 프로그램이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보기 위해 앨범으로 정리되어 있는 앨범 화면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사전 설정된 앨범입니다.
 카메라 샷 에서 카메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로 설정한 사진과 동영상을 내 즐겨찾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 에서 저장소 카드의 모든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영상 에서 저장소 카드의 모든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한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소 카드에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도 앨범으로 간주되어 사전 설정 앨범에 표시됩니다.
폴더 이름이 앨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보려는 사진 및/또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앨범을 누르십시오.
저장소 카드의 루트 경로에 있는 (폴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진 또는 동영상은 기타 앨범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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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보기
사진 응용 프로그램의 앨범 화면에서 앨범을 선택하면, 선택한 앨범의 사진과 동영상을 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려면 해당 사진 또는 동영상을 누르십시오.

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로 검색
기본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은 가로 슬라이드로 표시됩니다. 손가락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사진과
동영상을 탐색하십시오.

슬라이드 보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격자 보기 를 누르면 사진과 동영상을 축소판 그림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밀어 축소판 그림을 스크롤하십시오.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슬라이드로 표시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슬라이드 보기 를 누르십시오.
 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길게 누르면 선택 메뉴가 열려 이 사진 또는 동영상에
수행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앨범을 선택하려면

을 눌러 사진 응용 프로그램의 앨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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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방향으로 사진 보기
휴대폰을 왼쪽으로 돌리면 사진을 가로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방향은 휴대폰을 잡은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사진 확대/축소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확대되고, 다시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축소됩니다.
 핀치 동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누른 다음 넓게 벌리면 확대되고, 오므리면
축소됩니다.

확대

축소

동영상 보기
동영상을 재생할 때 화면은 가로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화면 위의 버튼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재생,
일시 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전체 화면 크기로 재생됩니다.
을 누르면 동영상에 최적인 화면 크기로 재생됩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전체 화면 크기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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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진 보기
사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과 Flickr만) 에 있는 내 사진과 친구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Facebook 에서 사진 보기
Facebook 사진을 보려면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Facebook 탭을 누릅니다.
3. 계정에서 사진을 보려면 목록에서 내 계정 이름 또는 친구의 계정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에 있는 사진을 보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앨범에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Flickr 에서 사진 보기
Flickr 사진을 보려면 Flickr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Flickr 탭을 누릅니다.
Flickr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의 인증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Flickr 계정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 계정에서 사진을 보려면 목록에서 내 계정 이름 또는 친구의 계정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에 있는 사진을 보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앨범에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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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업
사진 응용 프로그램에서 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로 사진을 검색할 때 사진을 길게 누르면 선택
메뉴가 열려 수행하려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삭제, 회전, 자르기 등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회전 및 저장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사진 응용 프로그램의 앨범 화면에서 앨범을 누릅니다.
3. 앨범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할 보기로 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로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4. 회전하려는 사진을 길게 누릅니다.
5. 메뉴가 열리면 회전 을 누른 다음 왼쪽으로 회전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 을 선택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볼 때에도 사진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회전 을 누른 다음 왼쪽으로 회전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 을 선택하십시오.

사진 자르기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사진 응용 프로그램의 앨범 화면에서 앨범을 누릅니다.
3. 앨범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할 보기로 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슬라이드 보기 또는 격자 보기로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4. 자르려는 사진을 길게 누릅니다.
5. 메뉴가 열리면 자르기 를 누릅니다. 사진에 자르기 상자가 나타납니다.

6. 자르기 상자 크기를 조정하려면 상자의 가장자리를 길게 누릅니다. 방향 화살표가 나타나면
손가락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끌어 자르기 상자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7. 자르기 상자를 사진에서 자르려는 부분으로 이동하려면 자르기 상자를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8. 저장 을 눌러 변경 내용을 사진에 적용합니다.
자른 사진은 저장소 카드에 사본으로 저장됩니다. 원본 사진은 편집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볼 때에도 사진을 자를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더 보기 > 자르기를 누른 다음 위의 자르기
절차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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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사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자 메일 또는 MMS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예: Facebook, Flickr, Picasa, Twitter) 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YouTube 에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여 다른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 메일로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자 메일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전자 메일에 첨부
파일로 추가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Gmail 메일 또는 메일 을 누릅니다.

4. 공유하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여러 개의 전자 메일 계정이 있는 경우에 메일 을 선택하면 기본 전자 메일 계정이 사용됩니다.

MMS로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파일 크기가 큰 경우에) .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메시지 를 누릅니다.

4. 보내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누릅니다.
5. 사진 또는 동영상이 MMS 메시지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6.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전송 을 누릅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Bluetooth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내 컴퓨터에 보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Bluetooth 를 누릅니다.

4. 공유하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파일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에서 Bluetooth 를 켜고, 수신 Bluetooth 장치를 연결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Bluetooth 부분의“휴대폰에서 다른 장치로 정보 보내기”에 설명된 절차에
따르십시오.

사진

Facebook 에서 사진 공유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Facebook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사진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HTC Sense의 Facebook을 누릅니다.

4. 공유하려는 사진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업로드하려는 앨범을 선택하고 업로드한 사진의 개인 정보를 설정합니다. 완료 를 누릅니다.

Flickr 에서 사진 공유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Flickr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사진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Flickr 를 누릅니다.

4. 공유하려는 사진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업로드하려는 앨범을 선택하고 업로드한 사진의 개인 정보를 설정합니다. 완료 를 누릅니다.

Picasa 에서 사진 공유
Picasa™ 사진 관리 서비스에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사진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Picasa 를 누릅니다.

4. 공유하려는 사진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사진을 업로드하려는 온라인 앨범을 선택하거나,

을 눌러 새 앨범을 만듭니다.

6. 업로드 를 누릅니다. http://picasaweb.google.com 에서 사진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동영상 공유
동영상을 YouTube™ 에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먼저 YouTube 계정을
만들고 휴대폰에서 이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사진 을 누릅니다.

2. 공유하려는 동영상이 있는 앨범을 누릅니다.
3.

을 누른 다음 공유 옵션 메뉴에서 YouTube 를 누릅니다.

4. 공유하려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설명, 태그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 정보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업로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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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음악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폰에서 노래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려면 음악 파일을 저장소 카드에 복사해야 합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를 참고하십시오.

음악 재생
음악 응용 프로그램을 열려면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음악 을 누르십시오.

음악 응용 프로그램이 재생 화면을 엽니다. 화면 위의 버튼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고, 재생할 노래를
선택하고, 노래를 반복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생 화면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다음 또는 이전 음악 앨범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8

1

2

7

3
4
1

5

6

눌러서 무작위 재생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무작위 재생이 해제된 경우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2 손가락으로 진행률 막대를 끌어 노래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3 눌러서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4 눌러서 지금 재생 중 목록의 이전 노래로 이동합니다.
5 눌러서 노래를 재생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재생을 계속합니다.
6 눌러서 지금 재생 중 목록의 다음 노래로 이동합니다.
7 눌러서 지금 재생 중 목록 또는 재생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8 누를 때마다 반복 모드가 모든 노래 반복, 현재 노래 반복, 반복하지 않음의 순서로 선택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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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재생할 때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깨워”잠금 화면에서 음악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 재생 버튼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화면의 아무 곳이나 누르면 재생 버튼이
표시됩니다.
 볼륨 크게 또는 볼륨 작게 버튼을 눌러 재생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유선 헤드셋을 사용하여 음악을 들을 경우에는 중간 버튼을 눌러 재생하거나 재생을 일시 중지하십시오. 이전
노래 또는 다음 노래로 이동하려면 이전 또는다음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이브러리에서 음악 검색
음악 응용 프로그램의 재생 화면 또는 지금 재생 중 목록의 왼쪽 아래에서
이동합니다.

을 눌러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에서 음악은 앨범, 아티스트, 장르, 작곡가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관리됩니다. 화면
아래에서 카테고리 탭 중 하나를 눌러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에서 재생할 노래를 누르면, 지금 재생 중 목록이 선택한 카테고리의 노래 목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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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목록 만들기
음악 재생 목록을 만들어 감상할 음악을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즐겨 듣는 음악만으로 구성된
재생 목록 또는 그날의 기분에 맞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생 목록을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 음악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을 눌러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3. 라이브러리의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재생 목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4. 재생 목록 추가 를 누릅니다.
5. 재생 목록 이름을 입력한 다음 노래를 재생 목록에 추가 를 누릅니다.
6.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합니다. 노래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저장소 카드에 있는 모든 노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7. 재생 목록에 추가하려는 노래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추가 를 누릅니다.
8. 저장 을 누릅니다.

재생 목록에서 노래 재생
1. 라이브러리의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재생 목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재생 목록을 눌러서 엽니다.
3. 재생 목록에서 첫 번째 노래 또는 아무 노래나 누릅니다.
목록에서 노래를 눌러 재생하면 지금 재생 중 목록이 재생 목록의 노래 목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재생 목록 관리
재생 목록을 만든 후에 노래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재정렬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노래 추가
1. 라이브러리의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재생 목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재생 목록을 눌러서 엽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노래 추가 를 누릅니다.
4. 노래 카테고리 또는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5. 재생 목록에 추가하려는 노래를 선택한 다음 추가 를 누릅니다.
현재 노래를 재생 목록에 추가하려면 노래를 재생할 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재생 목록에 추가 를 누르십시오.

음악

재생 목록에서 노래 재정렬
1. 라이브러리의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재생 목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재생 목록을 눌러서 엽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순서 변경 을 누릅니다.
4. 이동하려는 노래 제목의 끝에서
끌어다 놓습니다.

을 길게 누릅니다. 해당 노래 줄이 강조 표시되면 새 위치로

5. 완료 를 누릅니다.

재생 목록에서 노래 삭제
1. 라이브러리의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재생 목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재생 목록을 눌러서 엽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노래 제거 를 누릅니다.
4. 삭제하려는 노래를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재생 목록 삭제
1. 라이브러리의 아래 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밀어 재생 목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재생 목록 삭제 를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재생 목록을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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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벨소리로 설정
음악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에서 노래를 선택하여 휴대폰의 벨소리 또는 특정 연락처의 벨소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2.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을 누른 다음 음악 을 누릅니다.
을 눌러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3. 라이브러리에서 벨소리로 사용하려는 노래를 선택한 다음 재생합니다.
4. 재생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벨소리로 설정 을 누릅니다.
5. 벨소리로 설정 옵션 메뉴에서 휴대폰 벨소리 또는 대화상대 벨소리 를 누릅니다.
대화상대 벨소리 를 선택한 경우, 다음 화면에서 이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하려는 연락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벨소리로 추가된 노래 확인
1. 초기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설정 을 누릅니다.
2. 설정 화면에서 소리 및 디스플레이 > 전화 벨소리 를 누릅니다. 노래가 벨소리 목록에 있고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여 음악 보내기
음악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에서 노래를 선택하여 Bluetooth 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내 컴퓨터에 보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르고
2.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을 누른 다음 음악 을 누릅니다.
을 눌러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3. 라이브러리에서 벨소리로 사용하려는 노래를 선택한 다음 재생합니다.
4. 재생 화면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 공유 > Bluetooth 를 누릅니다.
5. 음악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에서 Bluetooth 를 켜고, 수신 Bluetooth 장치를 연결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Bluetooth 부분의“휴대폰에서 다른 장치로 정보 보내기”에 설명된 절차에
따르십시오.

음악 위젯에 대하여
음악 위젯을 사용하면 초기 화면에서 음악을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을 초기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위젯으로 초기 화면 개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지도 및 위치
Google Maps 사용
Google Maps 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며, 목적지에
대한 상세한 경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벡터 지도 또는 위성사진 지도에서 관심 지점 또는 주소를
검색하거나 거리 보기로 위치를 볼 수 있는 검색 툴도 제공합니다.
 Google Maps 를 사용하려면 활성화된 모바일 데이터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합니다.
 Google Maps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 또는 도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 보기
위치 서비스 켜기
Google Maps 를 열어 내 위치를 찾거나 관심 지점을 검색하기 전에 위치 소스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위치 를누릅니다.
2. 무선 네트워크 사용, GPS 위성 사용 또는 둘 다 선택합니다.
GPS 위성 사용 을 선택하면 거리 보기로 관심 지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보이는 하늘과
충분한 배터리 전원이 필요합니다.

내 위치 찾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지도 를 누릅니다.

2. Google Maps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내 위치 를 누릅니다. 내 위치가 지도에서 깜박이는
파랑 점으로 표시됩니다.

지도 이동
손가락을 화면 또는 광학 트랙볼 위에서 쓸어 지도의 다른 영역을 봅니다.

지도 확대/축소
을 눌러 확대하고

을 눌러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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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주소 및 추가 정보 가져오기
지도에서 위치를 길게누릅니다. 위치 위에 주소와 거리 보기 축소판 그림 (있을 경우에) 이 표시된
풍선말이 나타납니다. 풍선말을 눌러 상세 정보를 보거나 위치의 경로를 봅니다.

거리 보기로 위치 찾기
거리 보기 모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는 위치의 주변 거리에 대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1.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길게 누른 다음 표시되는 풍선말을 누릅니다.
 보려는 위치를 검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위치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위치를 찾을 때,
풍선말을 누릅니다.
2. 위치 세부 정보 화면에서 거리 보기 를 누릅니다.
3. 거리 보기를 탐색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손가락을 화면 또는 광학 트랙볼 위에서 쓸어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다른 방향을 봅니다.
 표시된 화살표를 눌러 거리를 위 아래로 이동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다른 탐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위치의 거리 보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나침반 모드 를 누르면 나침반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휴대폰을
기울이거나 이동하거나 돌려서 선택한 위치의 주변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위치정보 지우기
지도에서 경로를 보고 확인한 후에는 (이 부분에 설명된 방법으로) 지도에 그린 활동과 같은 다양한
표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 더 보기 > 지도 위치정보 지우기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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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레이어 보기
처음에 Google Maps 는 거리 지도가 열립니다. 여기서 위성 이미지, 교통 정보, Google Latitude 친구
위치, 위치에 대한 Wikipedia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지도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웹에서 사용자와
다른 사람이 Google Maps 에 만든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가 모든 지도 레이어 또는 모든 확대/축소 레벨을 지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Google Maps 를 방문하십시오:
http://maps.google.com/

1. 지도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레이어 를 누릅니다.
2.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교통정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경로에 색상으로 분류된 실시간 교통 상태가 표시됩니다.
각 색상은 교통이 원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위성. Google Maps 는 Google Earth™ 와 동일한 위성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위성 이미지는
실시간 이미지가 아닙니다. Google Earth 는 1~3 년 사이의 최적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Latitude. Latitude에 가입하면 친구의 위치를 지도의 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Google Latitude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 가능) 로 친구 찾기”를 참고하십시오.
 대중 교통 정보, 웹에서 Google Maps에 만든 지도 등, 더 많은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레이어 더
보기 를 누릅니다.
 레이어를 지우고 거리 지도만 보려면 지도 위치정보 지우기 를 누릅니다.

172

HTC Desire 사용 설명서

위치 검색
1. 지도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2. 검색 상자에 검색하려는 장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도시, 업소 또는 시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런던의 박물관) .

정보를 입력할 때 전에 검색했거나 방문했던 모든 장소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메뉴에서 주소를 눌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을 누릅니다. 지도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1

1

2

눌러서 검색 결과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2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을 경우, 눌러서 이전 또는 다음 검색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4. 풍선말을 눌러 검색 항목에 대한 주소, 세부 정보 (있을 경우) 및 리뷰 (있을 경우) 를 표시합니다.

지도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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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찾기
Google Maps를 사용하여 목적지까지의 상세한 경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지도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길찾기 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시작 지점을 입력하고,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가 시작 지점 상자에 입력됩니다.

1
2
3

1

시작 지점.

2 목적지.
3 목적지까지의 교통 수단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위치 소스 메뉴를 열고 시작 지점과 목적지 주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운전, 대중교통 또는 도보 경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실행 을 누릅니다.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경로 설명을 눌러 지도를
표시합니다.

경로 보기와 확인을 마치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지도 위치정보 지우기 를 눌러 지도를 초기화합니다.
목적지가 Google Maps 기록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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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Latitude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 가능) 로 친구 찾기
Google Latitude™ 사용자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친구와 서로의 위치 및 상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와 전자 메일도 보낼 수 있으며, 전화를 걸고 친구의 위치로 길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는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Latitude 에 가입한 다음 내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의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

Latitude 가입
1. 지도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Latitude 가입 을 누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면 동의 및 공유 를 누릅니다.
Latitude 에 가입한 후 내 위치를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초대하거나 수락한 친구만 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Latitude 열기
Latitude 에 가입한 후에는 이것을 열어 친구를 찾고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Latitude 를 누릅니다.

친구를 초대하여 위치 공유
1. 지도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Latitude 를 누릅니다.
2. Latitude 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친구 추가 를 누릅니다.
3. 친구 추가 방법을 선택합니다.
 연락처에서 선택. 연락처에서 추가하려는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전자 메일로 추가.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친구 추가 를 누릅니다.
5. 확인 창이 나타나면 예 를 누릅니다.
이미 Latitude 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는 전자 메일 요청 및 Latitude 알림을 받게 됩니다. Latitude
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친구는 Google 계정으로 Latitude 에 가입을 요청하는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초대에 대한 응답
친구로부터 공유 요청을 받으면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락 및 공유. 친구와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락하지만 내 위치 숨기기. 친구의 위치를 볼 수 있지만 친구는 내 위치를 볼 수 없습니다.
 수락하지 않음. 친구와 위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도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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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위치 보기
지도 또는 목록에서 친구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열면 친구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친구의 위치에 사진 (연락처 사진) 과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공유 수준이 도시에 한정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고 도시 중앙에 사진이
표시됩니다.
친구의 프로필을 보고 연결하려면 사진을 터치하십시오. 친구의 이름이 풍선말에 나타납니다. 풍선말을
터치하면 친구의 세부 정보와 다양한 연결 옵션이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Latitude 를 열면 Latitude 친구 목록과 그들의 마지막 위치, 상태 등에 대한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친구를 터치하면 친구에 대한 세부 정보와 다양한 연결 옵션이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친구 연결 및 관리
지도 보기에서 친구의 연락처 세부 정보 풍선말을 누르거나 목록 보기에서 친구를 눌러 친구 프로필을
엽니다. 프로필 화면에서 친구와 통신을 하고 개인 정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
친구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Google Talk 사용 채팅
친구와의 Google Talk 채팅 창을 엽니다.
전자 메일 보내기
친구의 주소가 입력된 메시지로 Gmail/Google 메일을 엽니다.
길찾기
친구의 위치에 대한 경로를 찾습니다.
공유 옵션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정확한 위치. 상세한 위치 정보를 공유합니다.
 도시에 한정된 위치 공유. 거리 수준이 아닌 내가 있는 도시에 제한된 위치를 공유합니다. 친구는
내가 있는 도시에 표시된 내 사진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위치를 공유하려면 정확한
위치 를 누르십시오.
 이 친구에게 숨기기. 목록 또는 지도에서 내 위치를 이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이 친구 삭제
목록에서 이 친구를 삭제하여 위치 공유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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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설정 변경
친구가 언제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Latitude에 마지막으로 보낸
위치만 Google 계정에 저장됩니다. . Latitude를 끄거나 숨기면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Google Maps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Latitude 를 누릅니다.
2. 내 이름을 누른 다음 개인 정보 설정 편집 을 누릅니다.
3. 다음 옵션을 기본 설정에 설정합니다.
내 위치 검색
Latitude가 내가 이동할 때 내 위치를 검색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빈도는 얼마나 최근에 내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 위치 설정
수동으로 내 위치를 선택하는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내 위치 숨기기
모든 친구에게 내 위치를 숨깁니다.
Latitude 끄기
Latitude 를 끄고 내 위치 또는 상태 공유를 중지합니다. 언제든지 Latitude 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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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Footprints™ 사용
HTC Footprints™ 는 즐겨 찾는 장소를 기록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Footprints 는 정확한 GPS 위치 및 거리 주소, 전화 번호와 같은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저장된
위치를 찍은 사진 (식당, 관광지 등) 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에 같은 장소를 방문하려면 해당 Footprints 에 액세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Google Maps에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Footprints 만들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ootprints 를 누릅니다.

2. 새로운 footprint 를 누릅니다. GPS 가 꺼져 있으면 휴대폰이 GPS 를 사용하여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GPS 켜기 창이 나타납니다.
3. 위치를 보여주려는 곳으로 카메라를 향합니다. Footprints 가 GPS 를 사용하여 내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밝기와 흰색 밸런스 설정을 변경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밝기 또는 흰색 밸런스 를 누른
다음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4. 광학 트랙볼을 눌러 사진을 캡처합니다. 내 GPS 위치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Google Maps 에서
위치 찾기, GPS 계속 검색 또는 GPS 검색 중지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HTC Footprints 의
위치 주소 자동 결정 여부를 묻는 창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완료 를 누릅니다.
완료 를 누르기 전에 메뉴를 누른 다음 편집 을 눌러 Footprints 의 이름, 카테고리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Footprints 에 휴대폰과 웹사이트를 입력하거나, 음성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Footprints 다시 방문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ootprints 를 누릅니다.

2. 화면 아래에서 손가락을 밀어 Footprints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시 방문하려는 Footprints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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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 스크롤하여 더 많은 정보를 봅니다. 정보 필드를 눌러 해당 Footprints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저장된 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2
3

1

Google Maps에서 주소 검색.

2 웹 페이지 열기.
3 Google Maps에서 GPS 위치 보기.

Footprints 편집 또는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ootprints 를 누릅니다.

2. 카테고리 화면에서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는 Footprints 을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편집 또는
삭제 를 누릅니다.

내 Footprints 내보내기
Footprints 를 저장소 카드로 내보내 백업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Google Earth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보낸 Footprints 파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저장소 카드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려면 기본 부분에서“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를 참고하십시오.
홈 버튼을 누르고

> Footprints 를 누른 다음,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Footprints 를 내보내려면, 모든 Footprints 탭
누릅니다.

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내보내기 를

 특정 카테고리의 모든 Footprints 를 내보내려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내보내기 를 누릅니다.
 하나의 Footprints 를 내보내려면, Footprints 를 열고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내보내기 를
누릅니다.
내보낸 Footprints 는 저장소 카드의 Footprints_Data 폴더에 .kmz 파일로 저장됩니다. 여러 개의
Footprints 을 동시에 내보내면 해당 Footprints 가 하나의 .kmz 파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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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prints 가져오기
이전에 저장소 카드에 백업한 Footprints 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저장한 .kmz 파일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Footprints 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ootprints 를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가져오기 를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저장소 카드에서 저장된 Footprints 또는 다른 .kmz 파일을 가져오려면, Footprints 데이터 를
누른 다음 가져오려는 파일을 누릅니다. 장치에 있는 Footprints 와 가져오려는 Footprints 가
같을 경우에는 덮어쓰기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진을 가져오려면, 사진 을 누르고 가져오려는 사진을 탐색한 다음 해당 사진을 누릅니다. 위치,
카테고리와 같은 Footprints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Footprints 위젯 추가
Footprints 위젯을 추가하면 초기 화면에서 Footprints 를 보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 부분에서“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응용 프로그램
YouTube 에서 동영상 보기
YouTube 는 YouTube 회원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YouTube 를 누릅니다. YouTube 는 최다 조화, 최다 댓글, 최신, 인기
동영상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동영상을 검색하고 보는 데는 YouTube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YouTube 의 모든 기능 (예: 동영상
공유) 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에서 YouTube 계정을 만들고 휴대폰에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YouTube 에 액세스하려면 활성화된 Wi-Fi 또는 데이터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 보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YouTube 를 누릅니다.

2. YouTube 화면에서 동영상 목록을 스크롤한 다음 보려는 동영상을 누릅니다. 동영상을 재생할 때
화면은 가로 보기로 자동 전환됩니다.
3. 동영상을 보는 동안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눌러 재생 버튼을 표시합니다. 재생 버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 앞으로
건너뛰기, 뒤로 건너뛰기 할 수 있으며, 슬라이더를 동영상에서 보려는 부분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등급을 매기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거나, 부적합 플래그를 달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동영상에 대한 반응을 표시합니다.
4. 뒤로 버튼을 눌러 동영상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동영상 검색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YouTube 를 누릅니다.

2. YouTube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을 누릅니다.

4. 상태 표시줄에 검색 결과 개수가 나타납니다. 결과를 스크롤하여 원하는 동영상을 눌러 재생합니다.

검색 기록 지우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YouTube 를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3. 검색기록 지우기 를 누른 다음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누릅니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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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링크 공유
연락처에 동영상 링크를 보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YouTube 를 누릅니다.

2. YouTube 화면에서 카테고리에서 보려는 동영상을 누릅니다.
3. 동영상을 보는 동안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공유 를 누릅니다.
4.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촬영 및 YouTube 에서 공유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여 동영상을 YouTube 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2.

> YouTube 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3. 광학 트랙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마치면 광학 트랙볼을 다시 누릅니다. 완료 를
누릅니다.
4. 동영상의 제목, 설명 및 태그를 입력합니다.
5.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설정합니다.
6. 업로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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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보기
PDF Viewer 를 사용하여 휴대폰의 저장소 카드에 복사한 PDF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PDF Viewer 를 누릅니다.

2. 파일 열기 화면에서 보려는 파일을 누릅니다.
3. 화면에서 손가락을 밀어 PDF 파일의 페이지를 이동하고 탐색합니다. PDF 를 볼 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열기 를 눌러 다른 PDF 파일을 엽니다.
 도구 모음/도구 모음 끄기 를 눌러 도구 모음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보기 를 눌러 PDF를 일반 보기 또는 다시 포맷된 보기로 봅니다. 다시 포맷된 을 선택하면
확대/ 축소 레벨에 따라 화면 너비에 맞게 텍스트가 조정되고 이미지 크기가 조정됩니다.
 확대/축소 를 눌러 확대/축소 레벨을 화면에 맞추기 또는 너비에 맞추기 로 변경합니다. 보기 에
다시 포맷된 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을 눌러 PDF의 특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 보기 를 눌러 PDF를 검색하고 파일 속성 또는 PDF Viewer 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휴대폰을 돌리면 (왼쪽으로) PDF 파일을 가로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방향은 휴대폰을 잡는
방법에 따라 자동 조정됩니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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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프레젠테이션 및 스프레드시트 보기
Quickoffice 를 사용하면 휴대폰에서 Microsoft Office Word, Microsoft Office Excel 및 Microsoft
PowerPoint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Quickoffice 는 Microsoft Office 2003 과 2007 Word (.doc) ,
Excel (.xls), PowerPoint (.ppt) 및 텍스트 (.txt) 파일 보기를 지원합니다.
Quickoffice 를 열기 전에 파일을 휴대폰의 저장소 카드로 복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일을 저장소 카드에
복사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를 참고하십시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Quickoffice 를 누릅니다.

2. 파일 열기 화면에서 열려는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 열기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정렬 을 눌러 목록을 이름 또는 날짜 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3. 화면에서 손가락을 밀어 파일의 페이지를 이동하고 탐색합니다.

4. 파일을 보는 동안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핀치하여 확대/축소하거나, 화면 위의 확대/축소 버튼을 사용하여 확대/축소합니다.
 Excel 파일의 경우,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워크시트 를 눌러 파일의 다른 워크시트를 봅니다.
 Word 와 PowerPoint 파일의 경우, URL 링크를 눌러 웹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를 엽니다.
 Word 문서를 열 때 Quickoffice 가 텍스트를 화면 너비에 맞게 조정합니다. 화면을 두 번 누르면
일반 보기로 전환되어 페이지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Quickoffice 는 표 안의 텍스트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PowerPoint 파일에서 슬라이드를 확대한 후, 화면을 두 번 누르면 슬라이드가 화면의 너비에
맞게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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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보기
주식 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종목 및 시장 지수에 대한 최신 주식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

2
1

3

종목 또는 주식 시장 지수가 나열됩니다. 보려는 항목을 눌러서 일중 차트 및 다른 상세 정보를 봅니다.

2 눌러서 주식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3 눌러서 주가 또는 종목 시장 지수를 추가합니다.
4 정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을 보여줍니다.

종목 또는 주식 시장 지수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주식 을 누릅니다.

2. 주식 화면에서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을 누릅니다.

화면에 종목 또는 지수가 없으면 화면의 위에서 여기를 눌러 종목 또는 지수 추가 를 누르십시오.

3. 텍스트 필드에 종목 또는 주식 시장 지수를 입력한 다음

을 누릅니다.

4. 결과 목록에서 추가하려는 종목 또는 주식 시장 지수를 누릅니다.

주식 목록 순서 변경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주식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정렬 을 누릅니다.
3. 이동하려는 항목의 끝에서
놓습니다.

을 길게 누릅니다. 항목 줄이 녹색으로 표시되면 새 위치로 끌어다

4. 완료 를 누릅니다.

종목 및 지수 삭제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주식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삭제 를 누릅니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주식 정보 업데이트 빈도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주식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을 누릅니다.
3. 데이터 자동 동기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주식 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면 이동 통신사로부터 추가적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빈도 설정 을 누른 다음 업데이트를 확인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주식 정보 수동 업데이트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주식 을 누릅니다.

2.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업데이트 를 누릅니다.

주가 위젯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위젯 > 주식 을 누릅니다.

2. 위젯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 을 누릅니다.
3. 위젯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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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듣기
FM 라디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폰에서 FM 라디오 채널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FM 라디오를 사용하려면 휴대폰의 오디오 잭에 헤드셋을 연결해야 합니다. FM 라디오는 스테레오 헤드셋을 FM
라디오 안테나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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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라디오 주파수

2 끌어서 FM 대역에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3 눌러서 -0.1 MHz 단위로 라디오 주파수를 미세 조정합니다.
4 모든 미리설정 (Preset) 목록을 봅니다.
5 눌러서 이전 FM 채널의 FM 대역을 검색합니다.
6 눌러서 다음 FM 채널의 FM 대역을 검색합니다.
7 눌러서 현재 채널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8 눌러서 +0.1 MHz 단위로 라디오 주파수를 미세 조정합니다.
9 라디오 신호 강도
10 FM 라디오를 끕니다.

FM 채널 듣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M 라디오 를 누릅니다.

2. 처음 FM 라디오를 열면 사용 가능한 FM 채널이 자동으로 검색되어 사전 설정으로 저장되고, 첫
번째로 검색된 FM 채널이 재생됩니다.
 FM 채널을 반복 검색하고 저장하려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검색 및 저장 을 누르십시오.
 자동 검색을 중지하려면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3. FM 라디오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을 누른 다음 들으려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이전 FM 채널로 이동하거나,

을 눌러 다음 FM 채널로 이동합니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휴대폰의 옆면에 있는 볼륨 크게와 볼륨 작게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더 많은 FM 채널 옵션을 설정합니다.

채널 이름 추가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FM 라디오 를 누릅니다.

2. 원하는 FM 채널에 맞춘 다음

을 누릅니다.

3. 선택한 FM 채널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FM 라디오 최소화 또는 끄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뒤로 버튼을 누르면 FM 라디오가 최소화되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어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FM 라디오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을 눌러 FM 라디오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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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
녹음기 는 떠오른 생각을 신속하게 녹음할 때 유용합니다. 음성을 녹음하여 벨소리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기를 사용하려면 휴대폰에 microSD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음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녹음기 를 누릅니다.

2. 장치의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댑니다.
3.

을 눌러 음성 클립의 녹음을 시작합니다.

4.

을 눌러 음성 녹음을 재생합니다.

을 눌러 녹음을 정지합니다.

5. 음성 녹음을 Bluetooth, 전자 메일 또는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공유하려면

을 누릅니다.

음성 클립 공유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2. 녹음기 화면에서

> 녹음기 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3. 모든 녹음 화면에서 공유하려는 음성 녹음을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공유 를 누릅니다.
4. 공유 옵션 메뉴에서 음성 녹음의 공유 방법을 선택합니다.
Bluetooth 를 통해 파일을 보내는 방법은 Bluetooth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음성 클립을 벨소리로 설정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2. 녹음기 화면에서

> 녹음기 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3. 모든 녹음 화면에서 벨소리로 설정하려는 음성 녹음을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벨소리로 설정
을 누릅니다.

음성 클립 이름 바꾸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2. 녹음기 화면에서

> 녹음기 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3. 모든 녹음 화면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음성 녹음을 길게 누른 다음 옵션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를
누릅니다.
4.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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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마켓에서 응용 프로그램 찾기 및 설치
Android Market™ 은 휴대폰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생산성 응용
프로그램에서 엔터테인먼트,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무료 및 유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면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는 동작만으로 휴대폰에 쉽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마켓에 액세스하려면 휴대폰의 Wi-Fi 또는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2

3

1

눌러서 Android 마켓에서 휴대폰에 설치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2 눌러서 Android 마켓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게임을 표시하거나, Android 마켓에서 이미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3 추천 응용 프로그램 목록. 응용 프로그램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사용자 리뷰를 읽습니다.

현재 유료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에서만 제공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찾기 및 설치
Android 마켓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사용할 경우, 이 응용 프로그램이 개인 정보
(내 위치, 연락처 데이터 등) 또는 휴대폰의 특정 기능이나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신뢰하는 응용
프로그램만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마켓 을 누릅니다.

2. 처음으로 Android 마켓을 열면 서비스 이용 약관 창이 나타납니다. 수락 을 눌러 계속합니다.
3. Android 마켓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추천 응용 프로그램 검색. Android 마켓이 열릴 때 추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카테고리로 응용 프로그램 검색. 먼저, 응용 프로그램 또는 게임 을 누른 다음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카테고리에서 인기 유료, 인기 무료 또는 최신 검색 기준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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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료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에서만 제공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검색. Android 마켓 초기 화면에서
또는 유형을 입력한 다음, 검색 상자 오른쪽에서

을 누르고 찾으려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을 누릅니다.

4. 응용 프로그램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사용자 리뷰를 읽습니다.
5. 설치 (무료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를 누르거나 구입 (유료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을 누릅니다.
Android 마켓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Google Checkout 계정이 필요합니다. Google Checkout 계정이 없는
경우, 이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은“Google Checkout 계정 만들기”를 참고하십시오.

6.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인 정보 또는 휴대폰의 특정 기능이나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공지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조건에 동의하면 확인 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와 설치를
시작합니다.
유료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에 확인 을 누르면 Google Checkout 화면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읽어 주십시오! 다수 기능 또는 다량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이
화면에서 확인 을 누르면, 휴대폰에서 이 아이템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는 화면의 왼쪽 위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홈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을 눌러 Android 마켓 홈으로 돌아갑니다.

Google Checkout 계정 만들기
Android 마켓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Google 계정과 연결된 Google Checkout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컴퓨터에서 http://checkout.google.com 으로 이동하여 Google Checkout 계정을 만듭니다.
 처음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Android 마켓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Google Checkout
계정을 설정하기 위해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Google Checkout 을 사용하여 Android 마켓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면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다음 구매
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보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 요청
응용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 24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결제가
취소되고 휴대폰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제거됩니다.
마음이 바뀐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수 있지만 두 번째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마켓 > 다운로드 를 누릅니다.

2. 환불을 위해 제거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 화면이
열립니다.
3. 제거 및 환불 을 누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제거되고 결제가 취소됩니다.
4.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이유를 선택하고 확인 을 누릅니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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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응용 프로그램 열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아이콘이 보이면 알림 창을 열고 응용
프로그램을 눌러서 엽니다. 알림 창을 여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알림 창 열기”를 참고하십시오.
 홈 버튼을 누른 다음
눌러서 엽니다.

> 마켓 > 다운로드 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홈 버튼을 누른 다음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모든 프로그램 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 제거
Android 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마켓 > 다운로드 를 누릅니다.

2. 다운로드 화면에서 제거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누른 다음 제거 를 누릅니다.
3.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을 눌러 휴대폰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이유를 선택하고 확인 을 누릅니다.

도움말 보기
도움이 필요하거나 Android 마켓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도움말 을 누르십시오.
웹 브라우저가 Android 마켓 도움말 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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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피드 읽기
뉴스 를 사용하여 뉴스 피드를 구독하여 인터넷 최신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즐겨 찾는 뉴스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RSS 피드를 모니터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News 화면

1
1

2

3

구독정보 탭

구독하는 채널을 표시합니다. 채널을 누르면 해당 채널의 스토리가 표시됩니다.
2 관심 뉴스 탭
채널과 별표가 달린 스토리 개수가 표시됩니다 (괄호 안에). 채널을 눌러 해당 채널의 별표가 달린 스토리를
표시한 다음 스토리를 눌러서 읽습니다.
3 키워드 탭
사용자가 만든 키워드와 이 키워드와 일치하는 스토리 개수가 표시됩니다 (괄호 안에). 키워드를 눌러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스토리를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뉴스 채널 구독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News 를 누릅니다.

2. 구독 탭에서 피드 추가 를 누릅니다.
3.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채널을 엽니다.
 웹에서 다른 채널을 검색하려면 뉴스 피드 검색 을 누르십시오.
 Google 뉴스에서 채널을 구독하려면 Google 뉴스 피드 추가 를 누르십시오.

4. 구독하려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5. 3, 4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채널을 구독합니다.
6. 완료 를 누릅니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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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을 입력하여 새 채널 구독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News 를 누릅니다.

2. 구독 탭에서 피드 추가 > URL 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3. RSS 피드의 전체 URL을 입력한 다음 완료 를 누릅니다.

스토리 업데이트 빈도 설정
뉴스가 구독하는 채널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설정합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News 를 누릅니다.

2. 구독 탭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업데이트 빈도 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시간을 누릅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구독 탭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 새로 고침 을 누르십시오.

스토리 읽기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뉴스 를 누릅니다.

2. 구독 탭에서 읽으려는 스토리가 있는 채널을 누릅니다.
3. 스토리 목록을 스크롤하여 읽으려는 스토리를 누릅니다.
4. 스토리를 읽을 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을 눌러 스토리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을 눌러 메시지 (스토리 링크만)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을 눌러 스토리 목록에서 스토리를 삭제합니다.

을 눌러 채널의 이전 또는 다음 스토리로 이동합니다.

5. 전체 스토리를 읽으려면 전체 기사 읽기 를 누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전체 스토리가 열립니다. 웹
페이지를 탐색하는 방법은 인터넷 부분에서“휴대폰의 웹 브라우저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스토리에 별표 달기
좋아하는 스토리를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별표를 달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뉴스 를 누릅니다.

2. 구독 탭에서 별표를 달려는 스토리가 있는 채널을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스토리를 검색한 다음

을 누릅니다.

 별표를 달려는 스토리를 눌러서 열고,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을 눌러 스토리에서 별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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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가
키워드를 만들면 관심 있는 스토리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포함하는 스토리가
그룹으로 분류되어 원하는 스토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뉴스 를 누릅니다.

2. 키워드 탭에서 키워드 추가 를 누릅니다.
3.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추가 를 누릅니다.
4. 키워드 탭에서 키워드를 눌러 텍스트에 이 키워드를 포함하는 스토리를 표시합니다.

뉴스 위젯 추가
구독하는 스토리의 발췌문을 초기 화면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1. 홈 버튼을 누른 다음

> 위젯 > 뉴스 를 누릅니다.

2. 위젯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 을 누릅니다.
3. 위젯에서 읽으려는 스토리가 있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4. 위젯을 초기 화면의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보안
PIN 으로 SIM 카드 보호
PIN (개인 식별 번호) 을 할당하여 SIM 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SIM PIN은 이동 통신사에서 제공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하여 보안 > SIM 카드 잠금 설정 을 누른 다음 SIM 카드 잠금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기본 SIM 카드 PIN 을 입력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SIM 카드 PIN을 변경하려면 SIM PIN 변경 을
누릅니다.
비상 전화는 PIN 입력 없이 언제든지 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통화 부분에서“비상 전화 걸기”를
참고하십시오.

차단된 SIM 카드 복구
틀린 PIN 입력 최대 허용 회수를 초과하면 SIM 카드는“PUK-잠금”상태가 됩니다. 휴대폰에 대한
액세스를 복구하려면 PUK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코드는 SIM 카드를 받을 때 이동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1. 전화 걸기 화면에서 PUK 코드를 입력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2. 사용하려는 새 PIN 을 입력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3. 새 PIN을 다시 입력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196

HTC Desire 사용 설명서

화면 잠금으로 휴대폰 보호
휴대폰을 켤 때마다 또는 대기 모드 (화면 꺼짐) 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될 때마다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입력하여 휴대폰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아래로 스크롤하여 보안 > 잠금해제 패턴 설정 을 누릅니다.
3.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읽고 다음을 누릅니다.
4. 화면에서 패턴을 연습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4 개 이상의 점을 가로, 세로 및/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여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립니다. 마치면 화면에서 손가락을
뗍니다.
화면에서 각 점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밀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6. 휴대폰이 패턴을 기록합니다. 계속 을 누릅니다.
7.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다시 그린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화면의 잠금을 해제할 때 화면에 잠금 해제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패턴
표시 확인란을 해제하십시오.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변경하려면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보안 > 잠금해제 패턴 변경 을 누르십시오.

잠금 해제 패턴을 다섯 번 잘못 그리면 30초 후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잊은 경우에는 패턴을 잊으셨나요 를 누르십시오. Google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초기 화면을 표시하기 전에 입력할 새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만듭니다.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데이터 연결 또는 Wi-Fi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
휴대폰 설정
설정 화면에서 휴대폰 설정을 제어하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려면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개인 설정
Scenes 을 선택하고, 사용할 초기 화면 또는 잠금 화면 배경 화면을 설정하며, 걸려오는 전화에 사용할
기본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Scenes 에서 사용자 지정 Scene 을 길게 눌러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및 네트워크
Wi-Fi, Bluetooth 와 같은 휴대폰의 무선 연결을 구성하고, 비행 모드를 활성화하며, 모바일 네트워크,
로밍, 가상 사설망 등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전화 걸기
음성메일,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 발신자 번호와 같은 전화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소리 및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알림 벨소리, 자동 화면 방향을 설정하고, 화면 밝기 및 화면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계정 및 동기화
소셜 네트워크 계정, Google 계정 및 Exchange ActiveSync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로그아웃합니다.
계정의 동기화 및 다른 설정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위치
내 위치를 찾을 때 사용할 소스를 선택합니다.
검색
휴대폰에서 검색할 때 포함할 항목을 선택하고 Google 검색 옵션을 설정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결과 제안 및 다른 Google 서비스에 Google 이 내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휴대폰의 자동 백업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업데이트 및 초기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PC에 연결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기본 USB 연결 유형을 설정합니다. 장치가 연결될 때 항상 연결 유형
대화 상자를 표시하도록 내게 물어보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부분에서“컴퓨터에 휴대폰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보안
화면 잠금 해제 패턴을 설정하고, SIM 카드 잠금을 활성화하며, 휴대폰의 자격 증명 저장소를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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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및 새 프로그램 설치를 관리합니다.
SD 및 휴대폰 저장 공간
저장소 카드 및 휴대폰 메모리의 사용 가능 공간을 확인합니다.
날짜 및 시간
날짜와 시간, 표준 시간대, 날짜 또는 시간 형식을 설정합니다. 자동 시간 동기화를 끄고 수동으로 표준
시간대 설정을 변경하려면 시계 및 날씨 부분에서 “표준 시간대, 날짜 및 시간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언어 및 키보드
운영 체제 언어 및 지역을 설정합니다. 터치 키보드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옵션
새 브라우저 창을 열 때 소리 피드백과 같은 사전 설정 또는 다운로드한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는
플러그인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TTS (text-to-speech)
문자 음성 변환 (음성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문자 음성 변환 설정을
구성합니다.
휴대전화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설정하고 네트워크 유형, 신호 강도, 배터리 잔량, 네트워크 이름과
같은 휴대폰 상태를 봅니다. 각 응용 프로그램의 배터리 사용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의 법적 정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휴대폰의 정보 확인”을 참고하십시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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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화면 밝기 수동 조정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밝기 를 누릅니다.
3. 자동 밝기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4. 밝기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끌어 화면 밝기를 감소하거나, 오른쪽으로 끌어 화면 밝기를 증가합니다.
확인 을 누릅니다.

화면 끄기 전 시간 조정
일정 시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화면이 꺼집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의 유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화면 시간제한 을 누릅니다.
3. 화면이 꺼지기 전의 시간을 누릅니다.
화면을 바로 끄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동 화면 회전 방지
기본적으로 화면 방향은 휴대폰을 잡는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 화면이 자동 회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방향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G-센서 재보정
휴대폰을 잡는 방법에 따라 화면 방향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화면을 재보정하십시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G-센서 보정 을 누릅니다.
3. 휴대폰을 수평이 맞는 평평한 표면 위에 놓고 보정 을 누릅니다.
4. 보정 절차가 완료되면 확인 을 누릅니다.

휴대폰 충전 시 화면 켜짐 유지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안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 > 개발 을 누릅니다.
3. 켜진 상태로 유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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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효과 켜기/끄기 전환
애니메이션을 끄거나 화면을 전환할 때 일부 애니메이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애니메이션 을 누릅니다.
3.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소리 설정 변경
소리 프로필 설정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전환하거나, 일반적인 휴대폰 소리 설정을 사용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 소리 프로필 을 누릅니다.
2. 프로필 선택 옵션 메뉴에서 사용하려는 소리 프로필을 누릅니다.

선택 항목 듣기 활성화/비활성화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할 때 소리를 재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선택 항목 듣기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제합니다.

알림 소리 선택
휴대폰이 새 알림을 수신할 때 재생할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소리 및 디스플레이 > 알림 소리 를 누릅니다.
2. 목록에서 선호하는 알림 소리를 선택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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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언어 변경
처음으로 휴대폰을 켜면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언어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변경하면 키보드 배열, 날짜 및 시간 형식 등이 조정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휴대폰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언어 및 키보드 > 언어 선택 을 누릅니다.
2. 사용하려는 언어와 해당 지역을 누릅니다.
3. 홈 버튼을 눌러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새 언어가 휴대폰에 적용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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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배터리 수명 최적화
출장 중에는 원할 때마다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팁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간격을 늘릴 수 있습니다.
 Bluetooth, Wi-Fi, 데이터 연결과 같은 무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및 Bluetooth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GSM 네트워크만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이동 통신사의 GSM 네트워크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GPS 위치 검색을 위해 GPS 위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도 및 위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화면 밝기를 낮춥니다. 자세한 내용은“화면 밝기 수동 조정”을 참고하십시오.
 화면 애니메이션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애니메이션 효과 켜기/끄기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인터넷 검색과 같은 활동을 줄입니다. 무선 데이터는 많은 전원을 소모합니다.
 장시간의 전화 통화 또는 카메라 사용을 피합니다.
 장기간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유 배터리를 휴대하십시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명이 점차 단축됩니다. 8개월에서 1년 후, 또는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
것을 인지하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이동 통신사의 GSM 네트워크 사용
인터넷 연결에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이동 통신사의 GSM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전환하십시오. 이동 통신사의 GSM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배터리가 적게 소모됩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를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모바일 네트워크 > 네트워크 모드 를 누릅니다.
3. GSM 전용 을 누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전원 사용량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휴대전화 정보 > 배터리 > 배터리 사용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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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관리
사용 가능한 휴대폰 메모리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SD 및 휴대폰 저장 공간 을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휴대폰 메모리는
휴대전화 내부 저장 공간 섹션에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저장소 카드 공간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SD 및 휴대폰 저장 공간 을 누릅니다. 저장소 카드의 전체 공간 및 사용
가능한 공간이 SD 카드 섹션에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캐시 및 데이터 삭제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 > 응용 프로그램 관리 를 누릅니다.
3. 응용 프로그램 관리 화면에서 캐시 및/또는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옵션을 정렬하고 필터링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 정보 화면에서 데이터 지우기 및/또는 캐시 지우기 를 누릅니다.

제 3자 응용 프로그램 제거
휴대폰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 > 응용 프로그램 관리 를 누릅니다.
3.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필터 > 다운로드됨 을 누릅니다.
4. 응용 프로그램 관리 화면에서 제거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5. 응용 프로그램 정보 화면에서 제거 를 누릅니다.

휴대폰 메모리 또는 저장소 카드 공간 늘리기
휴대폰의 메모리 용량이 낮으면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임시 인터넷 파일과 기록 정보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Android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서“Android 마켓에서 응용 프로그램 찾기 및 설치”를 참고하십시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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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대한 정보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휴대전화 정보 를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휴대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지금 확인 을 눌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동 통신사 및 서비스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휴대폰 ID
휴대폰 및 사용 중인 SIM 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배터리
현재 배터리 잔량, 상태, 배터리를 사용 중인 프로그램 등,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하드웨어 정보
Wi-Fi MAC 및 Bluetooth 주소를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휴대폰이 사용하는 Android 플랫폼의 버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합니다. 웹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정보
HTC와 Google 의 법적 정보 및 휴대폰이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읽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휴대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HTC 웹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백업, 업데이트 및 초기화
휴대폰 데이터 백업
휴대폰에는 자동 백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웹 브라우저 북마크, 메시지, 사전 및 설정을 microSD
카드에 백업합니다. 휴대폰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휴대폰은 다음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SMS 및 MMS 메시지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 설정
 웹 브라우저(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북마크
 키보드 사전
 설정
 무선 및 네트워크
 소리 및 디스플레이
 위치
 응용 프로그램
 날짜 및 시간
 언어 및 키보드 - 언어 설정만
휴대폰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휴대폰에 microSD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microSD 카드를 휴대폰에
설치하는 방법은 기본 부분에서“저장소 카드 설치”를 참고하십시오.

자동 백업의 활성화 여부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개인 정보 보호 > 내 데이터 및 설정 백업 을 누릅니다.
3. 내 데이터 및 설정 백업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폰에 백업 데이터 복구
휴대폰을 기본값으로 초기화거나 업데이트하고 휴대폰을 켜면 백업 데이터의 복구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백업한 microSD 카드가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휴대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거나 업데이트한 후 휴대폰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microSD 카드에 백업 파일이 있으면 내 데이터 및 설정 복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확인 을 누릅니다.

백업, 업데이트 및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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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때로 휴대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검색하여 알려주면 휴대폰에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유형에 따라 개인 데이터 및 사용자 지정한 설정이 모두 삭제되고 설치한 프로그램이
모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하려는 정보와 파일을 백업해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휴대폰 데이터 백업”을 참고하십시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 및 다운로드는 이동 통신사로부터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업데이트가 있으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대화 상자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대화 상자에서 지금 설치 를 선택한 다음 확인 을 누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나중에 설치하려면 나중에 설치 를 선택하십시오. 설치할 준비가 되었으면 알림 창을 열고
시스템 업데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를 누르십시오.

3. 업데이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휴대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동으로 확인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휴대전화 정보 >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를 누릅니다.
3.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화면에서 지금 확인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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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본값으로 초기화
휴대폰을 공장 출하 시의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전체 초기화라고도 합니다.
휴대폰을 친구 또는 친척에게 양도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경우, 또는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체 초기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초기화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이 동작으로 모든 개인 데이터와 사용자 지정한 설정이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설치한 프로그램도 삭제됩니다.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실행하기 전에 유지하려는
정보와 파일을 반드시 백업해 두십시오.
휴대폰이 정지한 경우에는 전체/기본값으로 초기화 대신“소프트”초기화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프트
초기화를 수행하려면 배터리를 제거하고 몇 초 기다린 후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배터리를 다시 설치한 후에
휴대폰을 켜십시오.

설정을 사용하여 기본값으로 초기화 실행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실행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휴대폰 설정을 통해서입니다.
1. 홈 >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 을 누릅니다.
2.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개인 정보 보호 > 기본값 데이터 재설정 을 누릅니다.
3. 기본값 데이터 재설정 화면에서 휴대폰 재설정 을 누른 다음 모두 지우기 를 누릅니다.

휴대폰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값으로 초기화 실행
휴대폰을 켤 수 없거나 휴대폰 설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대폰의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을 끈 다음, 볼륨 작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2. 화면에 3 Android 이미지가 나타나면 볼륨 작게 버튼을 놓습니다.
3. 볼륨 작게 버튼을 눌러 저장소 삭제 를 선택하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4. 확인 창이 나타나면 볼륨 크게 버튼을 누릅니다.

사양
CPU 속도

1 GHz

플랫폼

Android™ 2.1 (Éclair) 과 HTC Sense™

메모리

ROM: 512 MB
RAM: 576 MB

크기 (LxWxT)

119 x 60 x 11.9 mm (4.7 x 2.36 x 0.47 인치)

무게

배터리 장착 시 135 그램 (4.76 온스)

디스플레이

3.7 인치 AMOLED 터치 스크린, 해상도 480 X 800 WVGA

네트워크

HSPA/WCDMA:
 유럽/아시아: 900/2100 MHz
 최대 업로드 속도 2 Mbps, 최대 다운로드 속도 7.2 Mbps
쿼드 밴드 GSM/GPRS/EDGE:
 850/900/1800/1900 MHz
(대역 주파수, HSPA 가용성 및 데이터 속도는 통신사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 탐색

광학 트랙볼

GPS

GPS 내장 안테나

센서

G-센서
디지털 나침반
근접 센서
조도 센서

연결성

 파일 전송을 위한 FTP/OPP 지원 Bluetooth® 2.1, 무선 스테레오 헤드셋을 위한
A2DP, 자동차 키트에서 전화번호부 액세스를 위한 PBAP
 Wi-Fi®: IEEE 802.11 b/g
 3.5mm 스테레오 오디오 잭
 표준 micro-USB (5핀 micro-USB 2.0)

카메라

자동 초점 및 플래시 기능을 탑재한 5 백만화소 컬러 카메라

지원되는 오디오 형식

 재생: .aac, .amr, .ogg, .m4a, .mid, .mp3, .wav, .wma
 녹화: .amr

지원되는 비디오 형식

 재생: .3gp, .3g2, .mp4, .wmv
 녹화: .3gp

배터리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
 용량: 1400 mAh
 통화 시간: 최대 390분(WCDMA)
최대 400분(GSM)
 대기 시간: 최대 360시간(WCDMA)
최대 340시간(GSM)
(상기 시간은 네트워크 및 휴대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장 슬롯

microSD™ 메모리 카드(SD 2.0 호환)

AC 어댑터

전압 범위/주파수: 100 ~ 240V AC, 50/60 Hz
DC 출력: 5V 및 1A

특수 기능

Friend Stream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색인
기호
3G 129
개인 설정 37
거주 도시 123
거주 도시 설정 123
걸려오는 전화 거부 49
걸려오는 전화 받기 48
검색 36
검토 화면 (카메라) 150
광학 트랙볼 31
기본값으로 초기화 208
날씨 127
날씨 위젯 128
날씨 화면에 도시 추가 127
날씨 확인 127
날짜 및 시간 123
내 연락처 카드 설정 57
노래로 벨소리 설정 168
녹음기 188
뉴스 192
뉴스 피드 192
뉴스 피드 읽기 192
단축 번호 46
데이터 연결 129
동영상 180
동영상 보기 (사진 응용 프로그램) 159
동영상 촬영 153
동영상 캡처 153
뒷면 덮개 제거 18
라디오 듣기 186
라이브러리 (음악) 165
마이크 음소거 51
메모리 209
메모리 관리 204
메시지 70
메일 106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129
모임 요청 108, 112
문자 메시지 70
바로 가기 42
배경 화면 40
배경 화면 변경 40
배터리 사용 시간 209

벨소리 168
볼륨 조절 33
부재 중 전화 53
북마크 140
뷰파인더 화면 (카메라) 149
브라우저 135
비상 전화 걸기 47
비행 모드 55
빠른 검색 상자 36
사양 209
사진 메시지 70
사진 및 동영상 보기 158
사진 응용 프로그램 157
사진 자르기 161
사진 촬영 152
사진 캡처 152
사진 확대/축소 159
사진 회전 및 저장 161
새 연락처 추가 58
설정 197
- 날씨 128
- 디스플레이 설정 199
- 소리 설정 201
- 알람 소리 126
- 일정 118
- 카메라 154
- 휴대폰 언어 202
세계 시계 123
세계 시계 화면에 도시 추가 124
소셜 네트워크 계정 79
손가락 동작 22
스피커폰 51
시계 120
시계 위젯 (HTC) 120
알람 시계 125
알림 벨소리 201
알림 아이콘 28
알림 창 30
액세스 포인트 129
앨범 (사진 응용 프로그램) 157
얼굴 감지 153, 155

색인

연락처 56
- 연락처 그룹 62
- 연락처 위젯 65
- 연락처 정보 및 대화 64
- 연락처 화면 57
연락처 검색 60
연락처 삭제 61
연락처 정보 병합 59
연락처 정보 보내기 61
연락처 정보 편집 60
온라인 계정 동기화 79
웹 브라우저 135
위젯 41, 44
위치 소스 169
음성 녹음 188
음악 위젯 168
음악 응용 프로그램 164
음악 재생 164
이벤트 미리 알림 116
이벤트에 참석자 초대 (Google 계정에만 해당) 112
인터넷 129
일정 위젯 119
일정을 사용하여 모임 요청 보내기 (Exchange
ActiveSync에만 해당) 112
일정 응용 프로그램 111
일정 이벤트 만들기 111
재생 목록 166
재생 목록 만들기 166
저장소 카드로/에서 파일 복사 35
저장소 카드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60
저장소 카드에 연락처 백업 60
전자 메일 99
- POP3/IMAP 계정 추가 106
- 보내기 102, 109
-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162
- 삭제 101, 107
- 설정 104, 110
전자 메일로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162
전체 초기화 208
전화 걸기 45
절전 모드 25
제 3 자 응용 프로그램 제거 204
주식 184
지도 169
지원되는 비디오 형식 209
지원되는 오디오 형식 209

처음 휴대폰 설정 23
초기 화면 26
초기 화면에 위젯 추가 41
초기 화면에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및 바로 가기
추가 42
초기 화면에 폴더 추가 43
초기 화면의 위젯 및 아이콘 재정렬 또는 삭제 44
초시계 121
카메라 149
컴퓨터 동기화 82
컴퓨터에 휴대폰 연결 34
키보드 66
타이머 121
탁상 시계 122
테더링 142
통화 기록 52
통화를 거부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 49
통화 서비스 54
통화 종료 51
폴더 43
표준시간대 123
표준 시간대, 날짜 및 시간 설정 123
플래시 (카메라) 152
화면 잠금으로 휴대폰 보호 196
확대/축소 (카메라) 151
확장된 초기 화면 26
휴대폰 끄기 23
휴대폰 데이터 백업 206
- 자동 백업 206
휴대폰 및 웹 검색 36
휴대폰 상태 아이콘 27
휴대폰에 대한 정보 확인 205
휴대폰에서 트위터링 89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 142
휴대폰의 구성 14
- SIM 카드 설치 19
- SIM 카드 제거 19
- 밑면 덮개 설치 18
- 배터리 설치 20
- 배터리 제거 21
- 배터리 충전 21
- 저장소 카드 설치 19
- 저장소 카드 제거 20
휴대폰의 배터리 수명 최적화 203
휴대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7
휴대폰 켜기 23

211

212

HTC Desire 사용 설명서

A

M

Android 마켓 189
Android의 Facebook 87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80
MMS 70
MMS로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162

B
Bluetooth 143
-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162
- 정보 보내기 및 받기 146
- 헤드셋 또는 자동차 키트 연결 144
Bluetooth를 사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기 162
Bluetooth를 사용하여 음악 보내기 168

E
Exchange ActiveSync 80
Exchange ActiveSync 계정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59

F
Facebook
- 사진 공유 163
Facebook에서 사진 공유 163
Facebook에서 사진 보기 160
Flickr 163
Flickr에서 사진 공유 163
Flickr에서 사진 보기 160
FM 라디오 186
Footprints 177
Friend Stream 92
- Friend Stream 위젯 93

G
G-센서 재보정 199
Gmail/Google 메일 99
Google Maps 169
Google 계정 79
Google 뉴스 192
GPS 위성 169

H
HTC Sense의 Facebook 87
HTC 동기화 82
HTC 시계 위젯 120
HTC 위젯 다운로드 41

P
PDF Viewer 182
PDF 보기 182
Peep 89
- 위젯 91
Picasa 163
Picasa에서 사진 공유 163
PIN으로 SIM 카드 보호 195
PUK 195

Q
Quickoffice 183

S
Scenes 38
Scenes 사용자 설정 및 저장 38
Scenes 삭제 39
Scenes 이름 바꾸기 39
SIM 카드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59
SMS 70

T
Twitter 89

V
vCalendar 119
vCalendar 보내기 119
VPN 133

W
WAP 푸시 메시지 74
Wi-Fi 130

Y
YouTube 163, 180
YouTube에서 동영상 공유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