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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사항

IS06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S06을 사용하시기
전에 올바른 사용을 위해 PDF 형식의 이 IS06 기본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설명서를 다 읽은
뒤에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이 PDF
설명서와 인쇄본 설명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사용 예절

IS06 설명서

•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위험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비행기 내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두세요. 단, 일부 항공사에 한해
휴대전화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탑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S06에는 기본 설명서와 사용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 기본적인 내용
이 IS06 기본 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 각 기능의 자세한 사용 방법
제공된 IS06 사용 설명서(일본어)를 읽어 주세요.
IS06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안전 주의사항
“安全上のご注意”을 반드시 읽어 주세요.
au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au 온라인
설명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au.kddi.com/manu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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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항상 약한 전파가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의 바르고 안전한 태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합시다.
●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구역도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전파가 전기 의료기기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혼잡한 열차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주변에 심장
맥박 조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꺼 두세요.
• 휴대전화 사용 또는 휴대를 금지하는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세요.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십시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운전 모드에 두세요.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그림과 스크린샷
이 설명서의 그림이 실제 휴대전화의 모양, 색상,
폰트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스크린샷은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 휴대전화의 화면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개

• 극장,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통화하지 마세요. 벨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전원을 끄거나 진동 모드로 켜세요.
•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거리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 열차나 호텔 로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하세요.
• 큰 목소리로 통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을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으세요.
• 서점 등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각종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보를 기록하지 마세요.

이 설명서에 표시된 누르기 방법
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메뉴 항목, 아이콘, 키 또는 기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누르라는 지시문을 나열할
때 “누르십시오”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 다이얼러에서 주소록에 새 연락처 등록

[다이얼러]▶전화번호 입력▶
▶[새 연락처 만들기]
[다이얼러]를 누르고▶전화번호를
→이 지시문은
입력하고▶
▶[새 연락처 만들기]를 누르라는
뜻입니다.

금지!
•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를 보는 행위
•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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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안내
디스플레이의 맨 위에 있는 상태 표시줄 아이콘으로
IS06의 현재 설정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 모드 디스플레이

히라가나- 전각
반각
한자 카타카나 카타카나
: 신착 E메일
: 신착 C메일
: 긴급 지진 속보
: 신착 PC메일
: 데이터 동기화 중
: 데이터 동기화 실패
: 알람/모닝콜 설정
: 통화 중 음소거

전각
영문자

반각
영문자

전각
숫자

반각
숫자

사용 전 알아두기

: 전화 거는 중 또는 통화 중
: 부재 중 전화
: 통화 보류
: Bluetooth® 헤드셋으로 통화 중
: 추가 알림 표시
: 오류 발생/경고 디스플레이

: 무음 모드
: 진동 모드
: Bluetooth® 대기 모드
: Bluetooth® 연결 중
: Wi-Fi에 연결됨(전파 수신 상태 표시)
: 오픈 네트워크 사용 가능
: GPS 사용 중
: 디스크 용량 부족
: microSD 메모리 카드 준비 중
: USB 연결됨
: USB 디버깅
/ : 패킷 통신 이용 가능
/ : 패킷 통신 중
: 패킷통신 데이터 수신 중
: 패킷통신 데이터 송신 중
– : 배터리 잔량
– : 배터리 잔량(충전 중)
: 전파 수신 상태
: 서비스 지역 이탈
: 비행기 모드
: 음악 재생 중
: 현재 시간 표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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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확인

● IS06

● 배터리 팩

● PANTECH
microUSB-18핀
(충전기) 변환 케이블

● USB-microUSB
변환 케이블
はじめにお読みください

安全上のご注意
目次

取扱説明書

ご利用になる前に
基本機能
通話機能
メール機能
Google機能
インターネット機能
マルチメディア機能
便利な機能
auの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
設定

● microSD 메모리 카드
(2GB)

■ 電源を入れる

基本操作
■ キーの基本操作

設定ガイド

電源キー

このたびは、IS06をお買い上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の『設定ガイド』では、主な基本操作・初期設定について説明しています。
さまざまな機能の説明については、
同梱の
『取扱説明書』
をご参照ください。
ご使用の前に必ず『取扱説明書』の「免責事項」および「安全上のご注意」を
お読みいただき、正しく安全にお使いください。

（電源）

本 製 品 の 電 源 がOFFの 状 態 で
長押しして電源ONにします。

Step1

ロゴが表示され、しばらくするとロック画面が表示されます。

■ 画面ロックを解除する

IS06では、文字入力時に画面下部にソフトウェアキーボードが表示さ
れます。画面のキーをタップして文字を入力します。

iWnn IMEキーボード

日本語入力可能なキーボードです。
ケータイ入力とフリック入力に対応して
います。

● 보증서(일본어)
● 이용상의 주의(일본어)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이드(일본어)
● au 국제 전화 가이드
(일본어)

メ ニ ューや 項 目 に 軽 く 触 れ
て、すぐに指を離します。

Googleアカウントの設定

初めてIS06を使用するときに、Googleアカウントを登録する方法
を説明します。
Googleア カ ウ ン ト を 登 録 す る と、Gmail、Androidマ ーケ ット、
GoogleマップなどのGoogle社が提供する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
ができます。

Step2

■ 文字入力の基本操作

（電源）
を長押し

■タッチパネルの
基本操作
タップ

を右側にスライド

● 基本設定

ロングタッチ

記号を入力

文字種を切替

PCメール設定

IS06では、POP3／IMAP／Exchangeに対応したPCメールを受
信／送信できます。
本書では、例として、au one メールをIMAPで設定する方法を説明
します。

メニューや項目に指を触れた
状態を保ちます。

フリック
メニューキー

● Wi-Fi設定
無線LAN
（Wi-Fi）機能を利用して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する方法を
説明します。

（メニュー）

戻るキー

携帯電話オプション画面が表示されるまで
▶［電源を切る］▶［OK］

（ホーム）

（戻る）

前の画面に戻ります。

Googleアカウントを登録すると、Gmail、Androidマーケット、Google
マップなどのGoogle社が提供する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初めてIS06の電源を入れたときに、Googleアカウントの設定画面が表
示されます。
ここでは、Googleアカウントを新規に取得して登録する方法を説明し
ます。

（電源）を長押しして
電源を入れる

テンキーを上下左右にフリックすること
で文字を入力できます。
例：「も」を入力する場合は、
「 ま」を下方
向にフリックします。
（ケータイ入力で「も」を入力する場
合は、
「ま」を5回タップします。）

（電源）を長押し

※ 文字入力欄をロングタッチ ▶「入力方法］▶［Androidキーボード］
をタップすると、英語入力専用のAndroidキーボードに切り替えるこ
とができます。

画面を指ですばやく上下左右
にはらうように操作します。

Googleアカウントの設定

●설
 정 가이드
(일본어)

フリック入力について

※ 電源を入れた直後や、電源を入れた後一定時間操作を行わなかった場合、
自動的に画面ロック状態になります。

■ 電源を切る

操作の途中で使用できるメニュー
を表示します。

ホームキー

ホーム画面を表示するときなどに
使用します。

付録／索引

●사
 용 설명서
(일본어)

● PANTECH 이어폰 잭
변환 어댑터 03

下段へ
つづく

を右側にスライド

ロボットのイラストを
タップ

［開始］
をタップ

［次へ］
をタップ

［作成］
をタップ

※ すでにGoogleアカウントをお持ちの場
合は、
「ログイン」をタップしてください。

名・姓とユーザー名を入力して
［次へ］
をタップ

※ 他のユーザーがすでに使用しているユーザー名は
登録できません。

上段からの
つづ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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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スワードとパスワードの確認を
入力して［次へ］をタップ

※ 8文字以上のパスワードが必要です。

パスワードを忘れた場合に使用
する質問と答え、メールアドレス
を入力して［作成］
をタップ

内容を確認して
［同意して
次へ］
をタップ

画面に表示されている文字列
を入力して
［次へ］
をタップ

［次へ］
をタップ

※ 内容を確認して、Googleに匿名の位置情報を提供し
ない場合やGoogle位置情報を利用しない場合は、
チェックをはずして［次へ］をタップしてください。

［次へ］
をタップ

※ 内容を確認して、データのバックアップ
を行わない場合は、チェックをはずして
［次へ］をタップしてください。

［セットアップを完了］
をタップ
以上で設定完了です。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①
②
③
⑤
⑥
⑦

⑪
⑫

사용 전 알아두기

④

⑩

⑬
⑭
⑮
⑯

⑧
⑨

내장 안테나

참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통화하는 동안 내장 안테나를
손으로 감싸거나 안테나에 스티커를 붙이지 마세요.
통화 품질과 네트워크 연결 품질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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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접 센서
② 수화기
벨소리, 수신 전화 음성, 멀티미디어 재생 오디오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③ microUSB 연결 잭
④ 디스플레이(터치 스크린)
⑤ 이전 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⑥홈키
홈 화면을 표시합니다.
길게 누르면 최근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목록이 표시됩니다.
⑦ 메뉴 키
현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⑧ 마이크
통화 시 음성을 전송합니다.
사운드를 녹음할 때도 사용합니다.
⑨ LED 램프
충전하는 동안 빨간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따라 전화를 받거나 경보음이
울릴 때 깜박거립니다.

8

⑩ 전원 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 키를 길게 누르면 IS06이
켜집니다.
전원을 켜고 끌 때, 화면을 켜고 끌 때 또는 통화를
끝낼 때 사용합니다. 길게 누르면 전화 옵션 메뉴
(진동 모드/비행기 모드)가 표시됩니다.
⑪ 액세서리 연결 고리
⑫ 플래시
⑬ 카메라(렌즈)
⑭ 음량 키
⑮ 검색 키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빠른
검색을 통해 IS06 정보 또는 웹을 검색하려면
누릅니다.
⑯ 배터리 팩 커버
이 설명서에서는 각 키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메뉴 키
홈키
이전 키
검색 키
전원 키
음량 키

▶
▶
▶
▶
▶
▶

(메뉴)
(홈)
(이전)
(검색)
(전원)
(음량)

구성품 사용안내

배터리 팩 넣기
① IS06에서 커넥터
위치를 확인하고
배터리 팩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
맞춥니다.

①

배터리 팩
배터리 팩 분리하기

①

②

② 홈 부분을 이용해
배터리 팩을
들어올리면
분리됩니다.

③-1

② 배터리 팩 커버를
IS06 위에 다시
놓습니다.

②
③-2

③-3

사용 전 알아두기

① 배터리 팩 커버 아랫
부분의 슬롯을 손가락
끝(손톱)에 끼운 후
위로 올립니다.

③ ③-1, ③-2와 ③-3
위치의 두 홈을 각각
차례로 눌러 줍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연속 대기 시간
연속 통화 시간

약 200시간
약 300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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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AC 어댑터 01/02(별매)에서 PANTECH
microUSB-18핀(충전기) 변환 케이블을 빼려면
커넥터 양쪽의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직선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배터리 팩 충전

■ 

Ԛ
ԙ

Ԙ

ᴾ❓ AC ♞Ꮋ㇚
01/02(ᵮ)

PANTECH microUSB-18㗪(⹓⢮)
ᵪ㜂 ⾪⠞Ế

충전하는 데 190분 정도 걸립니다.
① PANTECH microUSB-18핀(충전기) 변환 케이블을
범용 AC 어댑터 01/02(별매)에 연결합니다.
② IS06의 microUSB 연결 잭 커버를 열고 PANTECH
microUSB-18핀(충전기) 변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③ 범용 AC 어댑터 01/02(별매)를 100V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이 표시
LED 램프가 빨간색으로 켜지고
됩니다.
충전이 끝나면 LED 램프가 꺼집니다.
④ 충전이 끝나면 IS06에서 PANTECH microUSB18핀(충전기) 변환 케이블을 직선 방향으로 뺍니다.
⑤ microUSB 연결 잭 커버를 닫습니다.
⑥ 전원 콘센트에서 범용 AC 어댑터 01/02(별매)를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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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팩의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IS06을 충전할
경우 화면에 충전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u IC-Card
au IC-Card에는 전화번호
및 기타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au IC-Card

IC(າ∷) ḪḮ
사용 전 알아두기

au IC-Card 삽입하기/빼기
②

⢲᎒ᬞ

③

① IS06 전원을 끄고 배터리 팩 커버를 분리합니다.
② au IC-Card를 약간 들어올린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빼냅니다.
③ au IC-Card를 넣을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
삽입합니다. IC(금속) 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au IC-Card의 절단면이 그림에 표시된 모양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au

IC-Card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au IC-Card 또는 IS06의 IC 카드 단자에 있는
IC(금속) 부분을 만지지 마세요.
• au IC-Card가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au IC-Card를 삽입하거나 꺼낼 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IC-Card를 꺼낸 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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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메모리 카드
microSD 메모리 카드 취급 시 주의사항
■ microSD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 로드, 쓰기, 저장,
재생, 이동 또는 복사 작업을 하는 동안 microSD
메모리 카드 또는 배터리 팩을 빼거나 전원을 끄지
마세요. microSD 메모리 카드 또는 IS06에 저장된
데이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microSD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IS06을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micro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IS06의

microSD 메모리 카드 슬롯에 액체, 금속,
가연성 물질 또는 기타 이물질을 삽입하지 마세요.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하거나 IS06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사용하면 microSD 메모리 카드가 따뜻해질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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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빼기

②

③

① IS06 전원을 끕니다. 배터리 팩 커버를 분리하고
배터리 팩을 뺍니다.
② microSD 메모리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삽입합니다. 금속 단자가 아래로 향하고 microSD
로고가 있는 측면이 위로 향해야 합니다.
③ microSD 메모리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뺍니다.
■ 사진,

동영상, 문서, 음악 및 기타 파일을 microSD
메모리 카드 하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microSD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icroSD 메모리 카드를 안전하게 빼려면 먼저
[메뉴]▶ [설정]▶ [시스템]▶ [저장공간]
▶[microSD 마운트 해제]를 눌러 마운트 해제하거나
IS06 전원을 끕니다.

전원 켜기/끄기
전원 켜기

(전원)을 길게 누르기

■

로고가 표시되며, 잠시 후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은
"화면 잠금 해제"(▶P.20)를
참조하십시오.
화면 잠금을 해제하면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기능 이름 및 기타 항목의 디스플레이 언어를 일본어/
한국어/중국어/영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일본어/
한국어/중국어/영어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사용

[メニュー](메뉴)▶ [設定](설정)
▶ [システム](시스템)▶ [言語とキーボ
ード](언어 및 키보드)▶[言語を選択](언어
선택)▶[日本語]/[한국어]/[中文]/[English]
초기 설정 화면 사용

전원 끄기

(전원)을 누른 채로
휴대전화 옵션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종료]
▶[확인]

IS06을 처음 켤 때▶[言語変更](언어 변경)
화면과 Android 로고▶[日本語]/[한국어]/
[中文]/[English]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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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알아두기

■

디스플레이 언어 변경

진동 모드/비행기 모드 설정

터치 스크린

진동 모드 설정

터치 스크린 작동

휴대전화 옵션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전원)을 길게 누릅니다. ▶
[진동 모드]
를 선택합니다.

■

■

■

진동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태 표시줄에 이
표시되며 벨소리 및 기타 사운드 효과를 포함한 모든
사운드가 꺼집니다. 멀티미디어 오디오 및 알람은
제외합니다.
진동 모드를 끄려면 다시 휴대전화 옵션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전원)을 길게 누릅니다.
▶ [진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비행기 모드 설정

휴대전화 옵션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전원)을 길게 누릅니다. ▶
[비행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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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태 표시줄에 이
표시되며 Wi-Fi, Bluetooth®를 포함한 모든 통신/
네트워킹 기능이 꺼집니다.
비행기 모드를 끄려면 다시 휴대전화 옵션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전원)을 길게 누릅니다.
▶ [비행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IS06에는 터치 스크린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항목과 키를 눌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❶ 터치 메뉴 또는 항목을 터치합니다.

❷ 롱 터치 메뉴 또는 항목을 길게 누릅니다.

▶

움직입니다.

▶

사용 전 알아두기

▶

❸ 스크롤(상/하)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아래로

❹ 스크롤(좌/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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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드래그 항목을 누른 채 손가락을 원하는 위치로
끌어 항목을 이동합니다.

❼ 확대

▶

❻ 슬라이드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화면에 두 손가락을 대고 양 옆으로 벌려
간격을 넓힙니다.

▶

❽ 축소

화면에 두 손가락을 대고 오므려서 간격을
좁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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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미리보기 표시
홈 화면 미리보기를 3D로 표시하려면 홈 화면의
을 누릅니다.
맨 위에서

■

홈 화면 미리보기를 빠르게 스크롤하여 좌우로
회전하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3D
디스플레이에서 홈 화면을 누르면 해당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 전 알아두기

■

▶

<홈 화면>

<홈 화면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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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실행
❶ 3D위젯 실행

▶

홈 화면에서
(메뉴)를
누르고▶ [위젯]
누르기

▶

18

위젯을 길게 눌러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좌우로 슬라이드

[3D위젯] 누르기

▶

▶

▶

홈 화면에서 위젯
누르기

3D위젯 실행

❷ 위젯 실행

▶

▶

위젯 누르기

▶
사용 전 알아두기

홈 화면에서
(메뉴)를
누르고▶ [위젯]
누르기

▶

상하로 스크롤

[위젯] 누르기

▶

홈 화면에서 위젯 누르기

위젯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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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잠금 해제

화면 잠금

■

화면 잠금

■

■

■

IS06 사용 중, (전원)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고
화면을 잠글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화면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화면 잠금 해제

잠금 해제 패턴
■

■

(전원) 또는
켜집니다.

(홈)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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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잠금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화면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아이콘을
누르면서 슬라이드합니다.
슬라이드 잠금 해제 후 입력할
비밀번호 또는 PIN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 [설정]▶ [시스템]▶
[위치 및 보안]▶[화면 잠금 설정]
에서 설정합니다.

[메뉴]▶ [설정]▶ [시스템]
▶ [위치 및 보안]▶[화면 잠금
설정]에서 잠금 해제 패턴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립니다.
화면 잠금 해제를 5회 연속
실패할 경우 30초간 다시 시도할
수 없습니다.
비상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비상 전화]▶[110]
있습니다.
(경찰)/[118](지역 해안 경비대 본부)/
[119](소방서)를 누르면 됩니다.

문자 입력 방법

아이콘
/

화면 키보드(소프트 키보드)의 키를 눌러 문자를
입력합니다.
IS06에는 두 가지 유형의 소프트 키보드, 즉 영어용
Android 키보드와 일본어용 iWnn IME 키보드가
있습니다.

설명
대문자/소문자 전환
소문자/ 대문자/
Caps Lock
커서 왼쪽의 한 문자
삭제
사용 전 알아두기

숫자/기호 입력 전환
영문자 입력 전환

키보드 표시

띄어쓰기

문자 입력 창 누르기
Android 키보드 사용

문자 입력 창 길게 누르기▶[입력 방법]
▶[Android 키보드]

길게 눌러 기호를
(마침표) 선택하고 입력
■

■

■

Android 키보드 설정/입력 방법 선택 화면을
또는
을 길게 누릅니다.
표시하려면
a,e,i,o,u,y,c,s,n의 문자를 길게 누르면 유럽어 등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Android 키보드에서는 일본어 문자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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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iWnn IME 키보드 사용

문자 입력 창 길게
누르기▶[입력
방법]▶[iWnn IME]

영숫자 카나로 변환
공백 삽입
변환(그룹 단락 변환도 가능)
입력 모드 변경
(히라가나 → 반각 영문자 → 반각 숫자)
메뉴를 표시하려면 길게 누르기(설정 변경,
10키 ⇔ QWERTY, 입력 모드, 입력 방법)
입력 중 세그먼트 변환 종료
다음 줄로 이동

아이콘과 기능
아이콘

다음 입력 창으로 이동

설명

입력 마침

키에 할당된 이전 문자로 돌아가기

반각 "-" 입력

문자 변환 전 상태로 돌아가기
커서 왼쪽의 한 문자 삭제
계속 삭제하려면 길게 누르기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
변환할 세그먼트를 한 문자씩 단축
와일드카드 예측에서 한 문자 삭제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
변환할 세그먼트를 한 문자씩 연장
와일드카드 예측에 한 문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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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림문자/기호/이모티콘 표시
* 그림문자는"E메일", "C메일" 및
"스마트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각 "+" 입력
"P"(일시 정지) 입력
10키
■

키에 표시된 문자 입력
(사용 가능한 문자는 입력 모드에 따라 다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에 따라 실제로
표시되는 아이콘 및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모드 변경

문자 입력 중▶ 길게 누르기▶[입력
모드]▶입력 모드 선택
아이콘

설명

아이콘

설명

반각 영문자

전각 카타카나

전각 숫자

반각 카타카나

반각 숫자

사용 전 알아두기

히라가나 한자

전각 영문자
■
■

입력 모드 아이콘은 상태 표시줄에도 표시됩니다.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에 따라 입력 모드가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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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Android 사용
홈 화면
메뉴 화면
빠른 검색

Android 사용
▶IS06 처음
사용 시
▶

▶

(전원) 길게
누르기▶

참고
■

■

계정을 여러 개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각 계정의 주소록과
기타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주소록을 분실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ndroid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Google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

■

■

사용 지침 읽기

▶

설정 지침 읽기

기본 기능

Android 로고
누르기

▶

Google
계정 설정

IS06을 처음으로 켜고 슬라이드하여 화면 잠금을 해제하면 Android 로고가
표시됩니다. 이 로고를 누르면 IS06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Google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을 누르고 IS06에 Google 계정을
등록합니다. 또는 [만들기]를 눌러 새 Google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Gmail,
Google 토크, Google 캘린더와 같은 Google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ndroid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항목을 다운로드하려면 Google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 Google 계정을 설정한 후, Google 위치정보 이용설정과
데이터백업 설정을 실시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설정 완료]를 누르면 홈 화면이
표시되며 IS06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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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홈 화면 사용하기
❶ 상태 표시줄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
▶

❷ 위젯
❸ 배경화면
❹ 폴더 아이콘
❺ 바로가기 아이콘

(홈)▶

홈 화면이란 무엇입니까?
IS06을 켜면 가장 먼저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기타
기능과 메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기능의 아이콘, 메뉴
아이콘과 위젯을 배열하고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❻ 다이얼러
❼ 브라우저
❽ 주소록
❾ 메뉴
❶ 알림 아이콘, 상태 아이콘 및 현재
시간을 표시합니다.
❷ 홈 화면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❸ 홈 화면의 배경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❹ 누르면 폴더가 열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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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❻ 다이얼러를 엽니다.
❼ 브라우저를 엽니다.
❽ 주소록을 엽니다.
❾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기능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언제라도 홈 화면을 표시하려면
(홈)을 누릅니다.
홈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하여 홈 화면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홈 화면은 총 7개이고
3개는 왼쪽, 3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각 홈 화면에 원하는 아이콘과 위젯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
▶

상태 표시줄 확인하기
■

(홈)▶

부재 중 전화가 있거나 신착 메일을 받은 경우 알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또한, 배터리, 전파 수신 상태
및 기타 중요한 휴대전화의 상태를 알려주는 상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알림 패널 표시/간단 설정하기

■

■

■

알림 패널이 열리고 상태 아이콘 및 간단 설정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를 눌러 해당 기능을 사용하거나 기능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단 설정 아이콘을 눌러 진동 모드, Bluetooth®, Wi-Fi, GPS,
3G와 같은 기능을 간편하게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간단 설정
아이콘
■

진동 모드

블루투스

Wi-Fi

GPS

3G

알림 패널을 닫으려면 화면 맨 아래의 △을 위로 드래그하거나
(이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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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상태 표시줄 아래로 드래그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
▶

(홈)▶

애플리케이션/위젯/폴더 사용
애플리케이션 및 위젯 실행/폴더 열기

애플리케이션/위젯/폴더 누르기
새 위젯 또는 아이콘 추가

홈 화면에서 배경화면 길게 누르기
아이콘
[바로가기]
[3D위젯]
[위젯]
[폴더]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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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홈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을 바로가기의 형태로 추가합니다.
북마크, 음악 재생 목록, 주소록, 설정 등의 기능도 바로가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사진 앨범, 달력 및 기타 기능의 3D위젯을
추가합니다.
홈 화면에 RSS 리더, YouTube, Google Search와 같은 위젯을
추가합니다.
홈 화면에 주소록과 같은 폴더 바로가기를 추가합니다. 신규
폴더를 홈 화면에 작성하여 홈 화면의 아이콘을 넣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배경화면을 변경합니다.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
▶

애플리케이션/위젯/폴더 이동

이동할 애플리케이션/위젯/폴더를 길게 누르기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홈)▶

기본 기능

애플리케이션/위젯/폴더 삭제

삭제할 애플리케이션/위젯/폴더를 길게 누르기
▶ 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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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
▶

30

(홈)▶

폴더 관리

폴더 누르기
■

■

폴더가 열리고 폴더 내용이 표시됩니다. 폴더에 있는 아이콘
중 하나를 누르면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폴더 안에 다른 폴더나 위젯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메뉴 화면
▶

[메뉴]▶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기능 사용
메뉴 화면의 항목 실행

아이콘 누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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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

메뉴 화면을 열면 IS06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을 실행하거나
(홈)을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 사용 중에 (메뉴)를 눌러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IS06 측면의 (검색)을 눌러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이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은 (메뉴) 및
(검색) 사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검색
▶

(검색)▶

빠른 검색 사용
텍스트 검색

빠른 검색 입력 창에 키워드 입력
■
■

빠른 검색 화면을 표시하려면 IS06 측면에서 (검색)을 누릅니다.
이미 다른 애플리케이션(다이얼러, Gmail, 브라우저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검색)을 눌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검색

▶[음성 검색]이 표시된 상태에서 마이크에 키워드 말하기
■
■

32

브라우저가 로드되고 Google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또는 (검색)을 길게 누르면 Google 음성 검색 화면이 표시됩니다.

통화 기능

전화 걸기
전화 받기
통화 중 기능
통화기록
주소록

전화 걸기
▶

상대방 전화번호 입력

지역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

■

■

■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을 눌러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를 지웁니다. 전부 지우려면 을 길게 누릅니다.
네 자리 이상 입력하면 다이얼러가 자동으로 주소록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보여 줍니다. 을 누르면 전체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화를 걸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을 누르면 통화기록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려면
을 길게 누릅니다.

국제 전화 걸기
IS06으로 국제 전화 걸기(au 국제 전화 서비스)

국제 연결번호 "001010" 또는 "010" 입력▶국가번호 입력▶
지역번호 입력▶상대방 전화번호 입력▶
au 국제 전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
■ au 휴대전화로 걸기(수신자 부담): 157(지역번호 필요 없음)
■ 유선전화로 걸기(수신자 부담):
0077-7-111(운영 시간: 매일 9: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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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록을 검색하여 전화 걸기

(검색) 누르기▶이름 일부 또는 전부 입력
▶연락처 선택▶
■

다이얼러나 통화기록, 그룹, 즐겨찾기 사용 중에도
눌러 주소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화 기능

통화기록에서 전화 걸기

[통화기록]▶ 전화번호 오른쪽에 있는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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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기

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전화 받기
■

■

전화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발신자가 전화번호 표시를 허용한 경우, 발신자의 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전화번호와 이름이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발신자의
이름과 기타 정보가 표시됩니다. 연락처에 이미지를 등록해
두었다면 이미지도 표시됩니다.
• 발신자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차단 사유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비통지 설정" "공중전화" "통지 불가"
전화를 끊으려면 [종료]를 누릅니다.

부재 중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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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알림 패널을 열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착신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눌러 통화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통화 중 기능

통화음량 조절

(음량)을 눌러 통화음량을 여섯 단계로 조절 가능

▶통화 중▶

통화기록
통화 기능

통화기록 보기

▶
▶

[통화기록]▶

통화기록 선택
키 설명
■

착발신

착신

발신

부재

C메일

착발신 전체/착신/발신/부재/C메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에서 전화 걸기

원하는 전화번호 선택▶

[통화]

통화기록에서 E메일/C메일 보내기

전화번호를 길게 누르기▶[E메일 보내기]/[C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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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
▶ ▶

새 연락처 추가
다이얼러에서 새 연락처 추가

[다이얼러]▶전화번호 입력▶

▶[새 연락처 만들기]

통화기록에서 새 연락처 추가

[통화기록]▶해당 전화번호를 길게 누르기▶[주소록에
추가]▶[새 연락처 만들기]
주소록에서 새 연락처 추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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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새 연락처]▶각 항목 입력▶[완료]

▶
▶

주소록 보기

[주소록]▶

개별 연락처 보기
바로 연락하기

연락처 사진 선택▶아이콘 선택
아이콘
설명

전화 걸기

C메일 보내기

E메일 보내기
PC메일 보내기

채팅
통화 기능

Gmail 보내기
Google 지도로 위치
확인

연락처 삭제

주소록을 길게 누르기▶[연락처 삭제]
■

■

(메뉴)▶ [더보기]▶[삭제]를 눌러 연락처 전체를 한 번에 삭제하거나
여러 개의 연락처를 한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을 동기화한 다음 IS06에서 특정 연락처를 삭제하면 Google 계정
주소록에서도 해당 연락처가 삭제됩니다.

연락처 수정

주소록 길게 누르기▶[연락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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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기능

E메일
C메일
PC메일

E메일
▶
▶

[메뉴]
[E메일]▶

E메일 초기 설정 구성
구입 후 E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사용하면 초기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초기화 중 E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 E메일 주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

■

■

■

메일 기능

■

E메일(XXX@ezweb.ne.jp)을 사용하려면 IS NET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입 시
가입하지 않은 분은 au 매장이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메일을 사용하고 있던 au 휴대전화에서 모델을 변경한 경우 초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메일 지원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와 E메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물론 사진과 동영상 등의 데이터도 송신할 수 있습니다.
E메일 송신 및 수신에는 데이터 송수신량에 따라 패킷 통신 요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등이 첨부 된 경우 및 사용 지역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서는 E메일을
송수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메일 주소록
2011년 11월 릴리스된 IS06 소프트웨어 V06.1X.XX에서는 연락처 정보가 더 이상
E메일 주소록에 저장되지 않고 IS06 주소록에 등록됩니다. 이 설명서에는
소프트웨어 V06.1X.XX로 업데이트된 IS06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IS06을
이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는 절차와 설정이 다릅니다.
E메일 주소록에 저장된 각 연락처는 IS06 주소록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메일 주소록에 사용된 E메일 벨소리 “개별 설정” 및 “지정 전체 수신”은 업데이트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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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뉴]
[E메일]▶

■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메뉴] ▶
[설정] ▶ [시스템] ▶ [휴대전화
정보] ▶ [보드 및 소프트웨어 버전]의 “V” 다음에 기재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V06.1X.XX에서는 업데이트 전 E메일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확인 및 삭제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E메일 주소록의 E메일 벨소리 “개별 설정” 및 “모두 수신” 전송

소프트웨어 V06.1X.XX 업데이트 후 E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버전
업그레이드 알림” 화면이 표시됩니다. E메일 주소록에 사용되었던 E메일 벨소리
“개별 설정” 및 “지정 전체 수신” 설정을 업데이트 후 “알림 설정” 및 “E메일 지정
리스트”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예]▶[확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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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정은 micro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에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IS06과 microSD 메모리 카드에 모두 백업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주소록 목록이 등록된 경우에는 주소록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E메일 주소록을 삭제했거나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IS06 또는 microSD 메모리
카드 모두에 E메일 주소록이 없는 경우에는 “버전 업그레이드 알림”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 알림” 화면에서 “향후 표시하지 않음”에 (체크) 표시를 하고
[예/아니오]를 누르면, 그 후 E메일 기동 시에 “버전 업그레이드 알림”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메뉴) ▶ [E메일 주소록 보기] ▶ (메뉴) ▶[E메일 벨소리·지정 전체 수신의
전송]의 수순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메뉴]
[E메일]▶

IS06 주소록에 E메일 주소록 내용 등록

(메뉴)▶ [E메일 주소록 보기]▶그룹 선택▶연락처 선택▶
(메뉴)▶[본체 주소록에 신규등록]▶[새 연락처 만들기]▶[완료]
■

■

■
■

이미 등록된 연락처에 정보를 추가하려면 [본체 주소록에 신규등록]을 누른 다음
기존 연락처를 누릅니다.
IS06과 microSD 메모리 카드에 모두 백업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주소록이 등록된 경우에는 주소록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IS06에 여러 개의 Google 계정이 등록된 경우 등록할 계정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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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E메일]▶

E메일 주소록 보기

(메뉴)▶
■

■

[E메일 주소록 보기]▶그룹 선택▶연락처 선택

IS06과 microSD 메모리 카드에 모두 백업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주소록 목록이 등록된 경우에는 주소록 목록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E메일 주소록 삭제

(메뉴)▶ [E메일 주소록 보기]▶
삭제]▶[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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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E메일 주소록

IS06과 microSD 메모리 카드에 모두 백업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주소록 목록이 등록된 경우에는 주소록 목록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
▶

[메뉴]
[E메일]▶

E메일 보내기

[편지 쓰기]▶[받는사람]▶[직접 입력]▶
받는사람 입력▶[완료]▶[제목]▶제목 입력▶
[편지 계속 쓰기]▶메시지 입력▶ [보내기]▶
[확인]

■
■
■
■

메일 기능

<E메일 작성 화면>

주소록이나 E메일 수신 및 발신 기록에서 받는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관함] 폴더에 E메일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누릅니다.
메시지 내용을 편집하려면 [편집]을 누릅니다.
E메일 작성을 취소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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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E메일]▶

데이터 첨부

E메일 작성 화면에서 [첨부] 누르기▶[첨부 파일 추가]
■

파일을 최대 5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총 2MB 이하).

메시지 장식

E메일 작성 화면에서
■

[꾸미기] 누르기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변경하거나 장식 이모티콘을 추가하여 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받은 E메일 확인하기

[받은 편지함]▶E메일 선택
첨부 파일 열기/저장

[받은 편지함]▶파일이 첨부된 E메일에서
▶[열기] / [저장]

/

누르기

신착 메시지 확인 및 받기

[신착 E메일 확인]
■

[자동 수신] 기능을 해제했거나 수신에 실패한 경우 신착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폴더별 E메일 확인

폴더 선택▶E메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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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E메일]▶

메일 필터 설정
메일 필터에는 특정한 메일 메시지를 수신/거부하는 기능과 PHS 또는 휴대전화 스팸
메일을 거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 필터 권장 설정

(메뉴)▶ [설정]▶[E메일 설정]▶[기타 설정]▶[OK]
▶[オススメの設定はこちら] (권장 설정 참조)▶[登録](등록)
■

스팸 메일이나 자동 전송된 메일 메시지를 거부하고 휴대전화, PHS, PC에서 보낸
메일 메시지는 수신할 수 있도록 메일 필터를 설정합니다.

메일 필터 상세 설정

■
■

■

메일 기능

(메뉴)▶ [설정]▶[E메일 설정]▶[기타 설정]▶[OK]
▶[迷惑メールフィルター](메일 필터)▶
선택(입력 창)
▶비밀 번호 입력▶[送信](보내기)
비밀 번호는 휴대전화 구입 시 신청서에 기입한 임의의 4자리 숫자입니다.
비밀 번호를 하루에 연속 3회 잘못 입력하면 다음 날까지 메일 필터 설정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메일 필터 설정으로 수신 거부된 E메일은 다시 수신할 수 없습니다.
설정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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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E메일]▶

詳細設定
(상세 설정)

一括指定受信
(일괄 지정 수신)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에서 보낸 메일을
일괄적으로 수신/거부합니다.

なりすまし規制
(스팸 규제)

수상한 주소의 발신자가 보낸 메일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高(높음), 中(중간),
低(낮음)의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메일 주소나 도메인에서 보낸
메일 메시지 또는 주소의 “@” 왼쪽
부분을 지정한 메일을 수신 거부합니다.
특정한 메일 주소나 도메인에서 보낸
메일 메시지 또는 주소의 “@” 왼쪽 부분을
지정한 메일을 우선 수신합니다.
• 지정 수신 리스트에 등록한 주소 이외의
E메일을 수신 거부할 경우 一括指定受信
(일괄 지정 수신)에서 모든 체크를 OFF
(수신 거부)로 설정해 주십시오.

指定拒否リスト設定
(지정 거부 리스트 설정)
指定受信リスト設定
(지정 수신 리스트 설정)

指定受信リスト設定（なりす なりすまし規制(스팸 규제)를 허용하여,
まし・転送メール許可）
자동 전송 메일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지정 수신 리스트 설정
(스팸・전송 메일 허가))
HTML 형식으로 된 메일 메시지를
HTMLメール規制(HTML
거부합니다.
메일 제한)
詳細設定
(상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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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リンク規制
(URL 링크 규제)

URL이 들어 있는 메일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拒否通知メール返信設定
(거부 통지 메일 답장 설정)

메일 필터 설정으로 수신 거부된 메일에
대해서 수신 오류(수신처 불명) 메일을
보낼지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
▶

[메뉴]
[E메일]▶

設定確認／設定解除
(설정 확인/설정 해제)

메일 필터 설정 상태의 확인과 설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PC設定用ワンタイムパスワード発行
(PC 설정을 위한 1회용 비밀번호 발급)

PC에서 메일 필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발급 후 15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메일 필터의 설정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設定にあたって
(메일 필터 설정 시 주의사항)
■
■

■

메일 기능

비밀 번호는 휴대전화 구입 시 신청서에 기입한 임의의 4자리 숫자입니다.
비밀 번호를 하루에 연속 3회 잘못 입력하면 다음 날까지 메일 필터 설정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메일 필터 설정으로 수신 거부된 E메일은 다시 수신할 수 없습니다.
설정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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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메일
▶
▶

C메일 보내기

[메뉴]
[C메일]▶

수신자
입력 창

[편지 쓰기]▶받는사람 입력 창 누르기
▶받는사람 전화번호 입력▶메시지
입력 창 누르기▶메시지 입력▶[보내기]

메시지
입력 창
<C메일 작성 화면>
■

■
■

■

■

■

50

C메일은 휴대전화 간에 전화번호를 주소로 사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서비스입니다. C메일 메시지는 다른 회사의 휴대전화와도 수신 및 발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1건당 전각은 70자, 반각은 14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1전각/101반각을 초과하는 C메일 메시지는 수신하는 휴대전화에 따라 두 개의
C메일 메시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휴대전화 모델로 C메일을 송신하는 경우 일부 그림문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메일이 성공적으로 송신되었다 하더라도 전파 수신 상태가 약한 장소 등에서는
가끔 송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 외 장소에 있거나 IS06이 비행기 모드일 때는 C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
▶

[메뉴]
[C메일]▶

받은 C메일 확인하기

스레드 목록 화면에서 연락처 선택
▶스레드 상세 화면에서 내용 확인
■

■

■
■

■

■

메시지
입력 창
<스레드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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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기능

<스레드 목록 화면>

스레드 상세 화면에는 해당 연락처와 주고 받은
C메일이 대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C메일에 회신하려면 스레드 상세 화면 맨
아래의 입력 창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C메일 수신은 무료입니다.
51전각/101반각을 초과하는 C메일 메시지는
두 개의 C메일 메시지로 나누어 집니다.
메일의 내용에 따라 받은 메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는 장소에 있거나 IS06
이 비행기 모드일 때는 C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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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C메일]▶

긴급 지진 속보 사용
긴급 지진 속보는 일본 기상청에서 배포하는 긴급 지진 속보를 진원지 인근 지역의
au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IS06은 기본적으로 긴급 지진 속보를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지진 속보를 수신하면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 일본 등급의 레벨 5.0을 초과하는 지진이 예측될 경우 긴급 지진 속보 서비스가
진도 4.0 이상의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합니다.
■ 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진(P파 또는 초기 진동)이 포착되고 위치, 규모 및 예상
진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이 가능한 빨리 강한 진동(S파 또는
대규모 진동)이 시작되기 몇 초 전에 영향 지역을 통지합니다.
■ 진원지와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이 시작되기 전에 긴급 지진 속보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일본에서만 제공됩니다.
■ 긴급 지진 속보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에 대해 통신장애나 시스템장애에 의한 정보의 미수신, 지연 및
정보의 내용, 그 외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본 기상청 긴급 지진 속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jma.go.jp/ (PC용)

▶
▶

[메뉴]
[C메일]▶

수신된 긴급 지진 속보 보기
긴급 지진 속보가 수신되면 전용 경고음이 울리면서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화면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줄을 맨 아래로 슬라이드▶긴급 지진 속보 정보 선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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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기능

■

긴급 지진 속보가 수신되면 경고음(변경할 수 없음)이 울리면서 상태 표시줄에
이 표시됩니다.
긴급 지진 속보는 통화 중에 수신할 수 없으며 C메일/E메일을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브라우저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지진 속보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 수신 상태가 나쁜 지역
(예: 터널 또는 지하)에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신하지
못한 긴급 지진 속보는 다시 수신하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지진 속보를 TV, 라디오 또는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 배포하는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과 다른 미디어로부터 알림을
수신하는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진 경고음을 변경하거나 음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메뉴]
[C메일]▶

긴급 지진 속보 설정

(메뉴)▶[설정]
수신 설정
벨소리/진동
확인
진동 모드 시
소리

54

긴급 지진 속보를 수신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수신] [수신하지 않음]
이 옵션으로 긴급 지진 속보가 수신될 경우의 경고음과 진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동 모드일 경우의 경고음을 설정합니다. 휴대전화는 현재
[진동] 설정과 관계 없이 진동합니다.
[벨소리 및 진동으로 알림] [진동으로만 알림]
• [벨소리 및 진동으로 알림]으로 설정한 경우 휴대전화가 진동
또는 무음 모드이더라도 경고음이 울리면서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 [진동으로만 알림]으로 설정한 경우 휴대전화가 진동 또는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진동합니다.

▶
▶

[메뉴]
[C메일]▶

C메일 안심 수신 거부 기능
C메일 안심 수신 거부 기능은 C메일 메시지 본문에 URL(http://△△△,
https://△△△) 또는 전화번호가 들어 있을 때 수신 거부하는 기능입니다.
■

C메일 안심 수신 거부 기능은 이용 개시 시부터 유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본문에 URL이나 전화번호가 들어 있는 C메일도 수신하려면 설정을 취소하십시오.

C메일 안심 수신 거부 기능 설정
지정된 전화번호로 C메일을 송신하여 C메일 안심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취소

설정 확인
■
■

메일 기능

설정 사용

C메일 메시지에 “解除”(취소)를 입력한 후 09044440010으로
C메일을 송신합니다.
C메일 메시지에 “有効”(유효)를 입력한 후 09044440011로
C메일을 송신합니다.
C메일 메시지에 “確認”(확인)을 입력한 후 09044440012로
C메일을 송신합니다.

이 설정을 위한 C메일 송신은 무료입니다.
설정 완료를 알리는 C메일이 “09044440012”로부터 수신됩니다.

C메일 안전 거부 기능에 의해 C메일이 거부되는 경우
C메일 안전 거부에 의해 C메일이 거부되는 경우 “선택한 분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가 표시되고 C메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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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C메일]▶

C메일 수신 필터 설정

(메뉴)▶[설정]▶[수신 필터 설정]
지정 번호 설정 C메일 수신을 거부할 특정 전화번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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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목록

(메뉴)▶[주소록 참조], [발신 통화기록 참조], [착신 통화기록
참조], [C메일 기록 참조] 또는 [직접 입력]을 눌러 C메일을 거부할
전화번호 선택
• 전화번호를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한 전화번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해당 번호를
길게 누릅니다.

미등록 연락처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로부터의 C메일은 수신
거부합니다.

PC메일
▶
▶

[메뉴]
[PC메일]▶

PC메일 설정
IS06에서 POP3, IMAP, Exchange 형식의 PC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PC메일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 번호, 수신 서버, 발신 서버의 설정 값이
필요합니다. 각종 설정 값에 대해서는 PC메일 계정 제공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에 따라서는 "계정 유형", "수신 서버 설정", "발신 서버 설정"이 자동으로
감지되기도 합니다.

PC메일 계정 등록(최초 등록)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입력▶[다음]▶계정 유형 선택▶수신
서버 설정▶[다음]▶발신 서버 설정▶[다음]▶계정 옵션 설정
▶[다음]▶발신 메일의 계정 이름과 표시 이름 입력▶[완료]
메일 기능

PC메일 계정 추가

(메뉴)▶ [계정]▶ (메뉴)▶ [계정 추가]▶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입력▶[다음]▶계정 유형 선택▶수신 서버 설정
▶[다음]▶발신 서버 설정▶[다음]▶계정 옵션 설정▶[다음]
▶발신 메일의 계정 이름과 표시 이름 입력▶[완료]
■

PC메일 계정 여러 개를 추가하고 계정별로 수신/발신 메일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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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PC메일]▶

받은 PC메일 관리
받은 PC메일 보기

계정 선택▶받은 편지함에서 메일 선택
■
■

■

이전 메일이나 다음 메일을 보려면 또는 을 누릅니다.
메일 본문이 표시된 상태에서 [답장], [전체 답장], [삭제]를 눌러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일에는 나중에 찾기 쉽도록 별표를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메일에
별표를 표시하려면 본문이 표시된 상태에서 제목 오른쪽의 을 누릅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메일 오른쪽의 을 눌러도 별표가 표시됩니다.

모든 등록 계정에서 받은 PC메일 보기

[모든 받은 편지함]
■
■

PC 메일 계정 여러 개를 등록하면 [모든 받은 편지함]이 표시됩니다.
등록된 메일 계정이 하나뿐일 때 [모든 받은 편지함]을 표시하려면 (메뉴)
[계정]을 누릅니다.
▶

별표 메일 보기

[중요 편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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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중요한 메일에
있습니다.

을 표시해 두고 중요 편지함에서 볼 수

▶
▶

[메뉴]
[PC메일]▶

받은 편지함/임시 보관함/보낼 편지함/보낸 편지함/휴지통 보기

계정 선택▶ (메뉴)▶ [폴더]▶받은 편지함/임시 보관함/
보낼 편지함/보낸 편지함/휴지통 선택
PC메일 보내기

계정 선택▶ (메뉴)▶
본문 입력▶[보내기]
■

■

메일 주소를 쉼표(,)나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여러 명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메일은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및 각종 데이터를 메일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 기능

■

[편지 쓰기]▶받는사람, 제목,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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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기능

Google 서비스 사용
Gmail
Android 마켓
Google 음성 검색
그 외 Google 서비스

Google
서비스 사용

기존 Google 계정 등록
기존 Google 계정의 최초 등록

▶IS06 처음
사용 시

Android 로고 누르기▶[시작]▶[다음]▶[로그인]▶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로그인]▶화면의 지침에 따라 진행

▶

■

(전원) 길게
누르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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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기능

■

Google 계정 등록 화면에 이어 Google 위치 설정 화면과 백업 데이터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Google 위치 설정을 완료해야 Google Maps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06 설정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중 일부를 Google
서버에 백업해 두려면 데이터 백업 설정을 실행해 주십시오.
기존의 Google 계정을 IS06에 등록하거나 IS06에서 직접 Google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IS06에 Google 계정을 등록하면 Gmail, Google 캘린더, Google 토크와 같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Android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토크를 비롯한 몇 가지 기능과 메뉴는 IS06에 처음 등록한 Google
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을 IS06에 등록할 때 이 점을
주의하십시오.
처음에 등록한 Google 계정을 삭제하려면 [메뉴]▶ [설정]▶ [시스템]
▶ [개인 정보 보호]▶[기본값 데이터 재설정]을 선택하여 IS06 구입 시의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Android 마켓에는 IS06과 호환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Google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
처음 사용 시▶

Google 서비스 사용을 위한 기존 Google 계정 최초 등록

[다음]▶[로그인]▶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로그인]
▶화면의 지침에 따라 진행
■

■

■

▶Google 계정 등록
▶

Google 계정 새로 만들기

[만들기]▶이름과 성, 사용자 이름 입력▶[다음]▶화면의 지침에
따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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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06를 처음 사용할 때 Google 계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Google 계정이 필요한
Google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할 때 Google 계정 등록 화면이 표시됩니다.
Google 토크를 비롯한 몇 가지 기능과 메뉴는 IS06에 처음 등록한 Google
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을 IS06에 등록할 때 이 점을
주의하십시오.
처음에 등록한 Google 계정을 삭제하려면 [메뉴]▶ [설정]▶ [시스템]
▶ [개인 정보 보호]▶[기본값 데이터 재설정]을 선택하여 IS06 구입 시의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Google 계정이 없거나 계정을 새로 만들 경우 IS06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Gmail
▶
▶

[메뉴]
[Gmail]▶

Gmail이란 무엇입니까?
Gmail은 Google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입니다.
IS06에서 Gmail을 보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Gmail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받은 편지함 보기

메일 보기
■

■

■
■

■

Google 계정을 여러 개 등록한 경우, 마지막으로 확인한 계정의 받은 편지함이
표시됩니다.
메일은 받은 순서대로 정렬되며, 받은 편지함의 읽지 않은 메일 수와 현재 보고
있는 메일 계정이 화면 맨 위에 표시됩니다.
메일에 (체크) 표시를 하여 보관, 삭제, 라벨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한 메일은 받은 편지함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관한 메일을 보려면
(메뉴)▶ [라벨로 이동]▶[전체 보관함] 순서로 누릅니다.
메일 오른쪽의 을 눌러 메일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별표 메일을 보려면
(메뉴)▶ [라벨로 이동]▶[중요 편지함] 순서로 누릅니다.

(메뉴)▶
■
■

Google 기능

Gmail 계정 변경

[계정]▶계정 선택

계정을 변경하거나 새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정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계정에서 읽지 않은 메일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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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Gmail]▶

받은 메일 확인하기

메일 선택
■
■

■

■

■
■

발신자 이름 오른쪽의 을 눌러 메일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답장을 작성하려면 발신자 이름 오른쪽의
[답장]을 누릅니다. 를 눌러
[전체 답장] 및
[전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은 메일은 받은 편지함에서 회색 배경으로 표시되어 읽지 않은 메일과
구분됩니다.
메일을 보관 폴더에 저장하려면 메일 본문 아래의 [보관 처리]를 누릅니다.
보관한 메일을 보려면 받은 편지함에서 (메뉴)▶ [라벨로 이동]▶[전체 보관함]
순서로 누릅니다.
메일을 삭제하려면 메일 본문 아래의 [삭제]를 누릅니다.
이전 메일이나 다음 메일을 보려면 메일 본문 아래의
또는 을 누릅니다.

편지 쓰기

(메뉴)▶
■
■

[편지 쓰기]▶받는사람, 제목, 메시지 본문 입력▶

작성 중인 메일은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메일에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라벨로 이동

(메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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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로 이동]

특정 라벨을 선택하여 해당 라벨이 붙은 메일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표시한 메일은 중요 편지함에서 한꺼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마켓
▶
▶

[메뉴]
[마켓]▶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다운로드할 애플리케이션 선택▶애플리케이션 정보 보기
▶[다운로드]/가격 선택▶[확인 및 다운로드]/[확인 및 구입]
■
■

■

Android 마켓을 이용하려면 IS06에 Google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태 표시줄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 메뉴 화면에
표시됩니다.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려면 au kantan 결제 방식 또는 Google Checkout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검색
Google 기능

Android 마켓이란
무엇입니까?
Android 마켓은 Google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IS06용 무료/유료
애플리케이션을 Android
마켓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Android 마켓 이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마켓 이용

[검색]
■

검색 화면에서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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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마켓]▶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삭제

(메뉴)▶ [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선택▶[제거]▶[확인]

참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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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한 후 설치하십시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바이러스가
들어 있거나,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사용 기록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구 서비스는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microSD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배터리를 급속히 소모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IS06이 오작동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주십시오. 다만,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도 오동작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Google 음성
검색
▶
▶

[메뉴]
[음성 검색]▶

음성 검색 사용

[음성 검색]이 표시된 상태에서 마이크에 키워드 말하기
■

브라우저가 열리고 Google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Googl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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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Google
서비스

Google 토크 사용
Google 토크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Google 토크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메뉴]
[토크]▶

▶
▶

[메뉴]
[지도]▶

Google 지도 사용

▶
▶

[메뉴]
[네비게이션]▶

Google 지도 네비게이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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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지도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
확인, 목적지까지의 경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사진과 교통정보(데이터
제공 지역에 한함) 등을 지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Google 지도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지도 네비게이션은 Google에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로,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Google 지도 네비게이션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메뉴]
[지역 정보]▶

Google Place 사용

▶
▶

[메뉴]
[위치 찾기]▶

Google Latitude 사용

▶
▶

[메뉴]
[뉴스와
날씨]▶

[메뉴]
[캘린더]▶

Google Latitude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 공유 서비스입니다. Google
Latitude로 친구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Google Latitude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뉴스와 날씨 사용
Google 뉴스와 날씨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날씨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Google 뉴스와 날씨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기능

▶
▶

Google Place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입니다. Google Place로
상점, 서비스 업체, 장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Google Place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캘린더 사용
Google 캘린더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달력 서비스입니다. Google 계정
캘린더와 IS06을 동기화해서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Google 캘린더 사용 방법은 Googl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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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능

인터넷에 연결
브라우저
au one Market

인터넷에
연결

■

IS06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패킷 통신(IS NET, au.NET)
• Wi-Fi

Wi-Fi 사용
■

■

■

집에서는 가정용으로 설정된 무선 LAN을 통해, 외부에서는 공용 무선 LAN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연결하려면 무선 연결을 위한 액세스 포인트(무선 라우터)와 인터넷 연결
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네트워크 SSID(네트워크
이름, SSID, ESS-ID)와 비밀번호(WEP 키, WPA 키, 공유 키, 암호화 키)도 알아야
합니다.
공용 무선 LAN에 연결하려면 미리 해당하는 공용 무선 LAN 업체 홈페이지에서
액세스 포인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배포처 계정과 인증을 위한
ID 및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Wi-Fi 사용 설정
인터넷 기능

[메뉴]▶ [설정]▶ [시스템]▶
▶[Wi-Fi]에 (체크) 표시 추가

[무선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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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에 등록 및 연결

[메뉴]▶ [설정]▶ [시스템]▶ [무선 및 네트워크]
▶[Wi-Fi 설정]▶네트워크 SSID 선택▶비밀번호 입력▶[연결]
■

■
■

비밀번호 필드에 액세스 포인트의 WEP 키나 공유 키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액세스 포인트라면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보면서 입력하려면 [비밀번호 표시]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오픈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네트워크 알림]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데이터 통신 서비스 사용

[메뉴]▶ [설정]▶ [시스템]▶ [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 사용]에 (체크) 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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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연결한 다음 IS NET 또는 au.NET을 통해 패킷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IS NET은 스마트폰을 위한 인터넷 연결 서비스입니다. IS 시리즈 전화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EZ WIN에 등록한 사용자는 IS NET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청구되는 IS NET 요금에는 기본료 315엔(세금 포함)과 부가 전송료가
합산됩니다.
IS NET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au.NET을 이용하십시오. 매월 청구되는 au.NET
요금에는 기본료 525엔(au.NET 이용 개월수에 한함. 세금 포함)과 부가 전송료가
합산됩니다.

브라우저
▶
▶

[메뉴]
[브라우저]▶

웹 페이지 표시
■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au one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구입 시 기본 설정).

검색란(URL 입력 창) 사용

검색란에 키워드나 URL 입력▶
■
■

■
■

(이동)

검색란에 URL을 입력하면 해당 URL의 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검색란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북마크를 보려면 을 누릅니다.
홈 화면에서 검색란을 사용하려면 IS06 측면의 (검색)을 누릅니다.

웹 페이지 보기 중 기능 사용하기
■

인터넷 기능

■

두 손가락을 이용해 바깥쪽으로 밀면 확대되고, 안쪽으로 당기면 축소됩니다.
화면을 가볍게 두 번 눌러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드래그할 때 표시되는
/ 을 눌러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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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브라우저]▶

새 창 열기

(메뉴)▶
■

[새 창]

새 창에는 기본 au 웹사이트(http://auone.jp/)가 표시됩니다. 검색란(URL 입력 창)에
방문할 웹사이트의 URL이나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여러 개의 웹 페이지로 작업

(메뉴)▶
■

■

[창]

현재 열려 있는 전체 웹사이트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웹 페이지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을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현재 표시된 웹 페이지를 북마크에 추가

(메뉴)▶
▶[확인]
■

[북마크]▶[★추가]▶이름 및 위치 입력/보기

(메뉴)▶ [북마크]를 누르면 북마크된 웹 페이지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북마크에서 원하는 웹 페이지를 눌러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지정된 항목(문자, 아이콘 등)을 길게 누르기▶[링크 저장]/
[이미지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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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파일은 micro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메뉴)▶ [더보기]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 one
Market

■

■
■

▶
▶

[메뉴]
[au one
Market]▶

■

au one Market은 au Android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au Android 스마트폰을 위한
KDDI(au)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IS06용 무료/유료 애플리케이션과 위젯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u one Market에 처음 등록하면 서비스 약관이 표시됩니다. au one Market을
이용하려면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同意](동의)를 누르십시오.
au one Market의 일부 기능은 au one ID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au one ID 등록 방법은 사용 설명서(일본어)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다운로드할 애플리케이션 선택▶[ダウンロード](다운로드)
■
■

■

인터넷 기능

다운로드 절차는 배포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침에 따르십시오.
au kantan 결제 방식으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려면 보안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코드를 보안 비밀번호로 사용하며, 비밀 번호는
휴대전화 구입 시 신청서에 기입한 임의의 4자리 숫자입니다.
상태 표시줄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 메뉴 화면에
표시됩니다. 홈 화면에서 설치된 위젯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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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au one
Market]▶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삭제

[マイアプリ](내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선택▶[アンイン
ストール](제거)▶[はい](예)

참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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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한 후 설치하십시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바이러스가
들어 있거나,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사용 기록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구 서비스는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au one Market을 이용할
때는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십시오. au one Market 배포처에 따라 다운로드 절차와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결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microSD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배터리를 급속히 소모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IS06이 오작동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주십시오. 다만,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도 오동작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능

카메라
갤러리

카메라
▶
▶

사진 촬영 전
아이콘

[메뉴]
[카메라]▶

설명

아이콘

설명

확대/축소 조절
(9단계)

[갤러리]
갤러리 표시

밝기 조절(9단계)

사진 촬영(셔터)

기능

[설정]

카메라 모드 설정

사진 촬영 모드
동영상 모드
(◦현재 모드 표시)

■

화면을 누르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사진 촬영

(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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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06 본체로 촬영한 사진은 microSD 메모리 카드의 "카메라"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
▶
▶

[메뉴]
[카메라]
(사진 촬영)▶

사진 바로 보기
[저장 후 바로 보기]가 ON일 때(구입 시 ON으로 설정되어 있음)
아이콘

설명

확대/축소(10단계)
갤러리 표시
송신(Bluetooth®, E메일, Gmail, PC메일,
포토에디터, Picasa)
microSD 메모리 카드에서 자동 저장된
사진 삭제
■

■

아이콘은 몇 초 뒤 사라집니다. 아이콘을 다시 표시하거나 표시된 아이콘을
지우려면 화면을 누르면 됩니다.
사진을 더 찍으려면 (이전)을 눌러 사진 촬영 모드로 돌아갑니다.

멀티미디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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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뉴]
[카메라]
(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 전
설명

아이콘

확대/축소 조절
(9단계)

■

아이콘

/

설명
동영상 촬영/촬영
중지

밝기 조절(9단계)

[설정]

기능

사진 촬영 모드

[갤러리]
갤러리 표시

동영상 모드
(◦현재 모드 표시)

화면을 누르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동영상 촬영

(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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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IS06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microSD 메모리 카드의 "카메라"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촬영하던 영상을 자동 저장한 후에 전화가
걸려오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동영상 미리보기 화면(촬영된
동영상을 저장한 후 표시되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메뉴]
▶ [카메라]
▶ (동영상 촬영)
▶ (촬영)
▶ (중지)▶

동영상 바로 재생
[저장 후 바로 보기]가 ON(기본값)일 때
설명

아이콘

갤러리 표시
송신(Bluetooth®, E메일, Gmail, PC메일,
YouTube)
삭제
재생
■

■

아이콘은 몇 초 뒤 사라집니다. 아이콘을 다시 표시하거나 표시된 아이콘을
지우려면 화면을 누르면 됩니다.
동영상을 더 촬영하려면 (이전)을 눌러 동영상 모드로 돌아갑니다.

멀티미디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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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
▶

[메뉴]
[갤러리]▶

사진 보기

폴더 선택▶사진 선택
■

폴더를 선택한 다음 화면 오른쪽 위의
보거나 전체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을 슬라이드하여 하위 폴더별로

슬라이드쇼 보기

폴더 선택▶사진 선택▶
■
■

[슬라이드쇼]

선택한 사진이 하나씩 표시됩니다.
슬라이드쇼에 동영상이 표시될 경우,

을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동영상 보기

폴더 선택▶동영상 선택▶
아이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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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동영상]
아이콘

설명

되감기

빨리감기

재생/중지

재생 시간 슬라이드바

동영상 재생이 완료되면, 파일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기타 편리한 기능

알람/모닝콜
포켓북
스마트노트

알람/모닝콜
▶
▶

[메뉴]
[알람/
모닝콜]▶

알람 설정

[알람]▶ [간편알람]/ [시간지정알람]/ [매일주기알람]/
[매주주기알람]▶각 항목 선택/입력▶ (저장)([간편알람]
제외)
■

■
■

알람을 동시에 10개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1개를 설정한
다음 [알람]▶ (메뉴) 또는 (열기)▶ [추가]를 선택하고 알람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알람을 삭제하려면 [알람]▶ (메뉴) 또는 (열기)▶ [전체 체크]를
선택하거나 삭제할 알람에 (체크) 표시를 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알람은 약 1분 동안 울린 뒤 자동으로 멈춥니다.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알람 설정 시간이 되면 알람은 울리지 않습니다.

모닝콜 설정

[모닝콜]▶[+추가]▶각 항목 선택/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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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모닝콜을 동시에 10개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닝콜 1개를 설정한
다음 (메뉴) 또는 (열기)▶ [추가]를 선택하고 모닝콜을 추가하면 됩니다.
모닝콜을 삭제하려면 (메뉴) 또는 (열기)▶ [전체 체크]를 선택하거나
삭제할 모닝콜에 (체크) 표시를 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모닝콜은 약 1분 동안 울린 뒤 자동으로 멈춥니다. 반복울림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약 1분간 울린 뒤에 일단 모닝콜이 멈춥니다.

포켓북
▶
▶

[메뉴]
[포켓북]▶

녹음기

▶

[녹음기]▶
■

■

▶

최대 60분간 녹음할 수 있고, 최대 20개의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microSD 메모리 카드의 여유 공간 크기에 따라 20개까지 저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녹음을 중단하려면
(이전)을 누릅니다.

녹음 재생

파일 선택

/

설명

기타 편리한 기능

아이콘
[음량]

음량 조절
일시 정지/재생
이전 파일
다음 파일

[리스트]

녹음 목록 화면으로 이동

[1회재생]*

선택한 파일을 한 번 재생

[연속재생]* 선택한 파일을 연속 재생
[순차재생]* 선택한 파일을 차례로 재생
■

별표(*)가 있는 항목은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차례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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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포켓북]▶

계산기 사용
7×9를 계산할 경우

[계산]▶
아이콘
(저장)

▶

▶

▶

설명
계산 결과 저장

아이콘
(리스트)

(공학용 모드) 공학용 계산기 전환

설명
계산결과 목록에
진입

세계시각 설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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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각]▶ [관심도시]▶ (메뉴) 또는
(열기)
[추가]▶도시에 (체크) 표시 추가▶ (저장)
아이콘

설명

[DST]

써머타임 설정

아이콘

설명
세계시각에 표시할
[관심도시]
관심도시 6개까지 설정

[관심도시]에 도시 6곳을 설정하면
[추가]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6개 도시 중 하나를 삭제하면 아이콘이 다시 표시됩니다.
시간의 +/–는 JST(일본 표준시)와의 시차를 의미합니다.
써머타임을 실시하는 도시에는 DST(써머타임)를 설정하십시오.

▶
▶

[메뉴]
[포켓북]▶

스톱워치 사용

[스톱워치]▶
아이콘

▶
설명

정지한 시각부터 다시 측정
시작

아이콘

설명
스톱워치 기록을 지우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기

기타 편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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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노트
▶
▶

[메뉴]
[스마트노트]▶

메모 작성
저장된 메모가 없는 경우

메모 내용 입력▶

(저장)

저장된 메모가 있는 경우

(새 메모)▶메모 내용 입력▶

(저장)

아이콘
(사진 추가)

설명
촬영한 사진을 바로 추가하거나 사진 앨범(갤러리)에서
선택하여 사진 추가
(텍스트 입력) 문자 입력(폰트 크기, 색상, 위치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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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펜 선택

(펜 설정)

:펜
: 지우개
: 강조 표시
선택한 펜의 두께, 선 종류(지우개 제외), 색상(지우개 제외) 설정

(배경 설정)

: 두께
배경 이미지 설정

(지우기)

모두 지우기/그림 지우기

:선

: 색상

▶
▶

[메뉴]
[스마트노트]▶

메모 수정

메모 선택▶

(편집)▶내용 수정▶

(저장)

메모 삭제

(메뉴) 또는
(열기)▶ [전체 선택] 또는 삭제할 메모에
(체크) 표시를 하고▶ [삭제]▶[예]

기타 편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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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06 분실 시
대처 방법

리모트 제어락
안심 락 서비스

리모트 제어락
▶
▶
▶

[메뉴]
[설정]
[시스템]▶

IS06을 분실한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IS06에 전화를 걸어 원격
제어 잠금을 작동하면 타인이 IS06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기 관리자 작동

[위치 및 보안]▶[기기 관리자 선택]▶[원격 제어 잠금]
▶[활성화]
■

이 메뉴를 작동하면 [원격 제어 잠금]이나 "안심 락 서비스"를 이용하여 IS06을
원격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리모트 제어락 설정

[위치 및 보안]▶[리모트 제어락]▶항목 선택

유효 전화번호
지정 시간
착신 횟수
■

원격 제어 잠금의 유효/무효 설정(유효로 하면 [유효 번호 리스트],
[지정 시간], [착신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개까지 등록 가능
[착신 횟수]에서 설정된 횟수의 착신까지의 제한 시간을 설정
(1~10분 사이)
리모트 제어락이 기동될 때까지의 착신 횟수를 설정(3~10회 사이)

[기기 관리자 선택](▶위 참조)에서 [원격 제어 잠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리모트
제어락]을 누르면 "기기 관리자를 활성화하시겠습니까?"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격
제어 잠금을 설정하려면 [활성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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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06 분실 시 대처 방법

리모트 제어락

■

■

IS06을 분실했을 때 등록된 전화번호로부터 설정된 횟수의 전화가 오면 화면이
잠기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도록 IS06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 [설정]▶ [시스템]▶ [위치 및 보안]▶[화면 잠금 설정] 화면에서 패턴이나
비밀번호 또는 PIN 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및 보안]▶[화면 잠금 설정]이 [선택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원격 제어
잠금 기능을 사용하려면 "1234"를 PIN으로 사용하여 화면을 잠글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전화에서 리모트 제어락 작동

[유효 전화번호] 목록에 등록된 전화기로 [지정 시간] 내에
[착신 횟수]에 설정한 횟수만큼 IS06에 전화 걸기
■
■

전화를 걸 때 해당 전화번호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IS06이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거나, 비행기 모드일 때는 원격 제어
잠금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IS06이 전파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 있을 때도
원격 제어 잠금이 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모트 제어락의 잠금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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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메뉴]▶ [설정]▶ [시스템]▶ [위치 및 보안]
▶[화면 잠금 설정]을 [선택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화면을 슬라이드하여 잠금
해제하고 "1234"를 입력한 다음 [계속]을 눌러 원격 제어 잠금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심 락 서비스를 통해 원격 제어 잠금을 작동한 경우에도 IS06을 회수한 뒤 화면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안심 락
서비스

안심 락 서비스를 통해 리모트 제어락 작동
■

■
■

■

원격 제어 잠금을 미리 설정해 두지 않았더라도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하여 IS06의 원격 제어 잠금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 관리자 선택]에서 [원격 제어 잠금](▶P.91)이 선택되어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시 기본 설정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안심 락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안심 락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기 분실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원격 제어 잠금을 해제하려면 IS06에서 화면 잠금을 직접 해제해야 합니다.
안심 락 서비스를 통해서는 원격 제어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원격 제어 잠금 작동

■
■

접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au 고객 지원(https://cs.kddi.com/)을 통해 원격 제어 잠금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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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휴대전화로 걸기(수신자 부담): 113(지역번호 필요 없음)
0077-7-111
다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걸기(수신자 부담):

부록/색인

문제 해결
색인

• au IC-Card가 삽입되었습니까? (▶P.11)
• IS06이 비행기 모드입니까? (▶P.14)

문제 해결
▶

(전원)을 눌러도 켜지지 않음
• (전원)을 누르고 계십니까? (▶P.13))
• 배터리 팩은 충전되어 있습니까? (▶P.10)
• 배터리 팩을 제대로 넣으셨습니까? (▶P.9)
• 배터리 팩 연결부가 깨끗한 상태입니까?

▶ 전원이 저절로 꺼짐
•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까? (▶P.10)
▶ 시작 화면에서 전원 꺼짐
•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까? (▶P.10)

▶ 전화를 받을 수 없음
• 신호 강도는 충분합니까? (▶P.5)
•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상태입니까? (▶P.5)
• IS06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P.13)

(서비스 지역 이탈)이 표시됨
•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거나 신호가 약한 곳에
계십니까? (▶P.5)
•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내장 안테나를 감싸고
계십니까? (▶P.7)

▶ Wi-Fi 연결이 안 됨
•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신호가 IS06에 수신됩니까?
• Wi-Fi 설정을 실행하셨습니까? (▶P.71)
▶ LED 램프가 깜박이는데 벨소리는 들리지 않음
• IS06이 진동 모드입니까? (▶P.14)
▶ 배터리 팩이 충전되지 않음
• 충전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P.10)
• 배터리 팩을 제대로 넣으셨습니까? (▶P.9)
▶ 키/터치 스크린이 작동하지 않음
• IS06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P.13)
• 화면 잠금을 해제하셨습니까? (▶P.20)

부록/색인

▶ 전화가 걸리지 않음
• IS06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P.13)
• au IC-Card가 삽입되었습니까? (▶P.11)
• 전화번호를 바르게 입력하셨습니까?
지역번호부터 입력하셨습니까?) (▶P.34)
•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셨습니까?
(▶P.34)
• IS06이 비행기 모드입니까? (▶P.14)

▶

▶ "au IC-Card(UIM) 오류"가 표시됨
• au IC-Card가 삽입되었습니까? (▶P.11)
• au IC-Card가 아닌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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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음은 들리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음
•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거나 신호가 약한 곳에
계십니까? (▶P.5)
• 통화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상대방이 통화
중입니다.
▶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
• 통화음량을 최소한으로 줄이셨습니까? (▶P.37)
• 수화기를 귀로 막고 계십니까?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십시오.
▶ microSD 메모리 카드가 인식되지 않음
• microSD 메모리 카드를 제대로 삽입하셨습니까?
(▶P.12)
• microSD 메모리 카드를 마운트 해제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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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의 au 홈페이지에서 au 고객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kddi.com/customer/service/au/
trouble/kosh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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