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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문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 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저작권은 

㈜하드커널에 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설명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설명서의 내용은 제품의 기능 향상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 및 설치자는 당해 무선설비가 전파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안내 및 주의사항 

 

사용 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구입시 배터리는 충전되어있지 않습니다. 단말기가 충전 중에는 배터리를 제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방방지 라벨이 파손되거나 OS를 변경할 경우, 무상 AS는 되지 않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품 사용설명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제품 사용설명서의 본문 내용 중 일부 장치 및 소프트웨어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설명서에 사용 된 이미지 및 사진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다음 사항들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습기, 먼지나 그을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전 및 고장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설명서에 제시된 온도/습도 

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장치 사용 금지 장소(예:항공기, 병원 등)에서 무선 장치(무선랜, 블루투스 등) 사용은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포트 연결구에는 지정된 장치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되지 않은 장치 연결로 인한 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석, TV등 자성이 강한 물체 옆에 제품을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겨울철 정전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작동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던지거나 심한 진동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및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A/S시 유상처리 및 

수리 불가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우려가 있으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행 중,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조작 및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헤드폰/이어폰이 전철 문이나 자동문 등에 끼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량을 크게 한 채로 장시간 음악을 들으면 청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운전 중에는 조작 및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불에 넣거나 가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설명서의 지시사항에 따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드커널에서 승인하고 지정한 배터리로만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던지거나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 쓴 배터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폐기는 나라 및 지역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실에 관한 주의 사항  

 

 메모리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주 백업(복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 메모리가 손상된 경우, 제조업체에서는 어떠한 유무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  

 

제품 사용시 참고사항  

 

단말기는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매뉴얼은 www.odroid.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OS는 전화기 사용을 기본 전재로 하여 OS상에 표현되는 단말기의 명칭이 전화기로 지칭됩니다. 

단말기에 적용된 정전터치는 메뉴를 선택할 때는 눌러줍니다. 화면을 상하좌우로 이동할 때는 쓸어서 밀어줍니다. 정전터치는 칼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단말기는 가속도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단말기의 방향에 따라 화면에 자동 전환됩니다. 일부 응용프로그램은 가로 혹은 세로모드만 

지원합니다.  

 

제품의 각부 명칭  

 

구성품 설명  

 

오드로이드 배터리 24핀 USB 케이블 개발 디버깅 보드 

   

 

 

 

 

 

 



제품 사용하기  

 

전원켜기/끄기  

 

Power 스위치를 왼쪽으로 2초 동안 밀었다가 놓으면 전원을 키고 끌 수 있습니다.  

 

홈화면 가로모드  

 

안드로이드는 홈화면은 기본적으로 세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로모드를 기본으로 하고자 할 때는 Power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FN으로 놓아주면 홈화면을 가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로모드 혹은 세로모드만으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키 및 터치 입력 Hold 

 

Power 스위치를 왼쪽으로 0.5초 동안 밀었다가 놓으면 터치를 포함한 모든 입력키가 Hold됩니다. 화면에 Hold ON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Key Hold 상태에서 Power 스위치를 왼쪽으로 0.5초 동안 밀었다가 놓으면 Hold가 풀립니다. 화면에 Hold OFF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키 사용하기  

 

 Home(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서 홈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홈키를 길게 누르면 최근에 사용한 응용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Menu( )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을 보여줍니다. 메뉴버튼을 길게 누르면 버추얼 키보드가 나옵니다.  

 Back( ) :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실행중인 응용프로그램을 닫습니다. 팝업메뉴를 닫습니다.  

 OK( ) : 응용프로그램이나 메뉴를 선택합니다.  

 

 Dpad Up : 위쪽으로 방향을 이동합니다.  

 Dpad Down : 아래쪽으로 방향을 이동합니다. 

 Dpad Right : 오른쪽으로 방향을 이동합니다. 

 Dpad Left : 왼쪽으로 방향을 이동합니다.  

 

 Volume Up : 볼륨을 키웁니다. 볼륨키를 길게 누르면 볼륨 키가 잠깁니다. 볼륨키가 잠긴 상태에서 볼륨키를 길게 누르면 

볼륨키가 풀립니다.  

 Volume Down : 볼륨을 줄입니다.  

 

 A / B / X / Y 

 

볼륨키 잠그기  

 

볼륨 Up키를 길게 눌러주면 볼륨 Lock이 됩니다. VOLUME-KEY Locke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키가 잠긴 상태에서 볼륨 UP키를 길게 눌러주면 볼륨 Lock 이 풀립니다. VOLUME-KEY Unlocke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터치스크린 사용하기  

 

제품의 터치스크린은 정전식으로 터치, 잡기, 밀기, 끌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전터치 방식에서 글자를 입력할 때는 각 글자를 길게 

눌러주시는 것이 정확한 입력을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화면 회전 : 단말기를 가로방향/세로방향으로 돌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됩니다. 일부 응용프로그램은 가로 혹은 세로 단일 화면 모드만 

지원합니다.  

 

마이크로SD카드 장착하기  

 

단말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제거한 후 마이크로 SD카드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에는 단말기의 OS와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의 분실 시 제품의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슬롯에 클릭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D카드 장착하기  

 

단말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제거한 후 SD카드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D카드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일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보관됩니다. SD카드를 슬롯에 클릭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장착하기  

 

배터리를 커넥터의 방향을 맞추어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커버를 닫습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 때는 손바닥을 이용하여 밀어서 

열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SD카드 분리하기  

 

단말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제거한 후 마이크로 SD카드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에는 

단말기의 OS와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의 분실 시 제품의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클릭소리가 날 때까지 안쪽으로 밀었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SD카드는 

슬롯에 분실방지 걸림이 있어 쉽게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D카드 분리하기  

 

단말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제거한 후 SD카드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D카드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일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보관됩니다. SD카드를 클릭소리가 날 때까지 안쪽으로 밀었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구매한 일부 SD카드는 단말기와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lass6가 아닐 

경우 일부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하기  

 

배터리 커버를 열고 제품의 아래쪽 배터리 분리홀에서 배터리를 위쪽으로 들어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 때는 손바닥을 

이용하여 밀어서 열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제공된 표준형 TTA20핀 USB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제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 일 때는 상태바에 배터리 아이콘에 

충전아이콘( ) 표시가 나타납니다.  

 

USB 케이블 연결하기  

 

USB케이블은 표준형 TTA20핀입니다. 케이블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제품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SB가 연결되면 알림바에 USB연결 ( )표시가 나타납니다.  

 

Mini HDMI 케이블 연결하기 

 

Mini HDMI 케이블은 별도의 액세서리 입니다.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제품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기  

 

안드로이드 사용시 참고사항  

 

핸드폰 및 카메라와 연동되는 일부 응용프로그램은 단말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일부 응용프로그램은 호환성 문제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내용은 마켓과 응용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 화면 

 

홈 화면의 응용프로그램과 단축아이콘, 폴더, 위젯 등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 홈 화면  

 

홈 화면은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화면 외에 오른쪽과 왼쪽에 화면이 더 있어서 필요한 아이콘과 위젯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화면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눌러서 밀면 확장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팁 : 모든 메뉴에서 Home( )키을 누르면 기본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 화면 사용자 지정  

 

홈 화면에서 아이콘이 없는 공간을 길게 누릅니다. 홈 화면에 추가메뉴 창이 나타납니다.  

 

 홈 화면 변경하기  

 

 바로가기 : 바로가기가 가능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팁 : 홈 화면으로 바로가기 간단히 하기 : 어플리케이션 텝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길게 누릅니다. 아이콘이 

어플리케이션 텝 : 잡고 밀어서 열면 

단말기에 설치된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림창 : 잡아서 끌어내리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태창 : 각종 단말기의 상

태를 보여줍니다.  

아이콘을 터치하면 메

뉴가 실행됩니다. 



움직이며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홈 화면의 원하는 위치에 아이콘을 놓고 손을 뗍니다.  

 위젯 : 선택 가능한 위젯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폴더 : 폴더를 생성합니다.  

 배경화면 : 배경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아이콘 재배치하기  

 

홈 화면에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아이콘이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 놓습니다. 확장 홈 화면으로 아이콘을 옮길 때는 오른쪽과 

왼쪽의 LCD 화면 한계선까지 아이콘을 끌어 줍니다. 확장 홈 화면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놓습니다.  

 

 배경화면 바꾸기  

 

홈 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배경화면을 선택합니다. 배경화면 갤러리나 사진 폴더를 선택하여 원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 

폴더의 사진은 원하는 영역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박스의 모서리를 잡고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홈 화면에 폴더 만들기  

 

홈 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추가>폴더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폴더에 저장하고자 할 때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길게 누른 후 폴더 위에서 놓아줍니다. 폴더 안의 메뉴를 선택하고자 할 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폴더의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의 타이틀바를 누릅니다. 폴더의 이름을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상태 및 알림 바        

 

화면의 윗면에 아이콘 표시가 있는 부분이 상태 바 입니다. 왼편은 알림 아이콘이 표시되고 오른편은 상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상태 바에 

아이콘이 많아지면  표시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하면 확장된 상태 바가 보여집니다. 상태 바는 아래와 같은 아이콘들이 보여집니다.  

 

 

 

 알림 아이콘 

 

 새로운 이메일 

 음악재생 

 실행에 문제 발생  

 확장 알림 아이콘 

 메모리카드 용량 부족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다운로드 

 콘텐츠 다운로드 

 무선인터넷 켜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있음  

 단말기가 USB를 통하여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음 

 

 상태 아이콘 

 

 무선인터넷이 연결됨 

 블루투스가 켜져있음 

   블루투스를 통하여 다른 단말기와 연결됨 

   에어플레인 모드 

   알람 

  배터리 상태 



 

 알림 바  

 

알림 바를 끌어서 아래로 열면 알림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를 잡아서 끌어 올리면 알림 창이 닫힙니다. 혹은 Back( ) 키를 눌러서 

닫을 수 있습니다.  

 

            

         

팁 : 홈 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른 후 알림을 선택해서 알림 창을 열수도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탭( )을 열면 단말기에 설치된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어플리케이션 탭 열기/닫기 : 홈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탭( )을 누른 후 끌어서 열고 닫습니다.  

 최근 사용한 응용프로그램 열기 : Home( )키를 길게 누르면 최근 사용한 6개의 응용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아이콘을 선택하여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  

 

단말기의 각종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Menu( ) 키를 눌러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혹은 홈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탭( )을 열어서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무선제어 : 무선인터넷 및 블루투스, 에어플레인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 및 디스플레이 : 사운드 및 알림, 화면방향, 밝기, 시간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위치 : 위치보기, 패턴사용,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 및 전화기 저장공간 : SD카드 마운트 해제,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 보기, 공장 기본값 데이터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케일 및 텍스트 : 언어와 지역 및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정보 : 제품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하기  

 

볼륨 up/down키를 눌러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모드일 때 상태바에  가 표시됩니다.  

 

알림 지우기를 선택하면 

알림 내용이 모두 지워

집니다.  



USB로 연결하기  

 

단말기와 제공된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Mass Storage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USB로 연결하기  

 

단말기를 제공된 USB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USB가 연결되면 단말기에서는 SD카드가 없음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USB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SD카드에 데이터가 저장되어있는 일부 응용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드라이버 입력 팝업창은 닫습니다.  

 단말기의 알림바에 USB 연결 아이콘이 보이면 알림창을 잡고 끌어 내려서 엽니다.  

 USB 연결됨 메뉴를 누릅니다.  

 마운트를 누릅니다.  

 컴퓨터에 이동식 디스크로 연결됩니다.  

 USB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는 SD카드에 저장됩니다.  

 

 USB 연결 끊기  

       

 

 알림창을 잡아 끌어 내려서 엽니다.  

 USB 저장소 끄기를 누릅니다. 

  

USB Device Driver 설치하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폴더에 저장 합니다. USB 케이블로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새하드웨어 검색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목록 또는 특정위치에서 설치를 누르고 드라이버가 저장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해 줍니다.  

설치확인 : 내컴퓨터>하드웨어>장치관리자 에서 ADB Interface가 보입니다.  

 



글자 입력하기  

 

 

Menu( ) 키를 길게 누르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터치를 해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전터치 방식에서 터치를 할 때는 각 글자를 

길게 누르는 것이 정확한 입력을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Back( ) 키를 누르면 키보드가 사라집니다.  

 

무선인터넷 연결하기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무선 제어를 선택합니다. Wi-Fi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Wi-Fi 설정을 선택합니다.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알림을 선택하면 개방형 네트워크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원하는 네트워크 이름을 눌러줍니다. 

암호가 필요한 네트워크는 암호를 입력 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리스트에 원하는 네트워크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Wi-Fi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웍이 정상적으로 연결될 경우 상태바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이 나타나면 무선네트워크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번 저장된 Wi-Fi 네트워크는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공장 기본값 재설정을 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Wi-Fi 가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면 Wi-Fi를 길게 누릅니다. 현재 연결된 정보를 삭제하려면 Forget을 누릅니다.  

 

구글 검색하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글자를 입력하여 구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사용하기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화면에서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Menu( ) 키를 눌러서 실행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웹 주소를 입력하여 사이트를 

이동합니다.  

 

 웹페이지 보기  

 

안드로이드 브라우저는 풀브라우징을 지원합니다.  

 

 가로/세로보기  

 

단말기기를 가로로 세우거나 세로로 세우면 화면이 자동으로 가로/세로로 변환됩니다.  

팁 : 화면 방향 자동 변환 설정하기 : 홈화면>메뉴>설정>소리 및 디스플레이 방향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화면 방향이 바뀝니다.  

 

DPAD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여서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 확대/축소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새 창 열기  

 

브라우저 창은 최대 8개까지 열 수 있습니다. Menu( ) 키를 누릅니다. Windows 선택하면 현재 열려있는 창들이 보입니다. Menu( ) 버튼을 

눌러 새 창을 선택하면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닫힙니다.  

 



 웹페이지에서 글자 검색하기  

 

웹페이지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자세히>검색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보여지는 웹페이지에 검색한 글자가 

표시되어 보여집니다.  

             

 

 

 웹페이지에서 글자 복사하기  

 

웹페이지에서 Menu( ) 키를 눌러 자세히>텍스트 선택 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글자를 드레그해서 선택합니다. 선택된 글자는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저장된 글자를 이메일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붙여 넣고자 

할 때는 붙여 넣고자 하는 텍스트 박스를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링크/히스토리/다운로드 관리하기  

 

링크 : 링크가 있는 부분을 길게 누릅니다. 열기/새 창에서 열기/ 북마크 링크/링크 저장/링크 공유/링크 URL복사를 선택합니다.  

       



 브라우저 히스토리 확인하기  

 

웹브라우저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북마크를 선택합니다. 북마크/최다 방문 웹사이트/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웹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기  

 

웹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단말기가 시판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설치 허용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응용프로그램 에서 알 수 없는 소스의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웹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보기  

 

브라우저 화면에서 Menu( ) 버튼을 누릅니다. 자세히>다운로드로 이동하면 다운로드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북마크 관리하기  

 

원하는 북마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북마크하기  

 

북마크하고자 하는 브라우저 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북마크>북마크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름과 위치를 설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북마크된 웹페이지 열기  

 

웹브라우저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북마크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북마크링크를 길게 누릅니다. 열기/새 창에서 열기/ 북마크 수정/홈에 

바로가기 추가/링크 공유/링크 URL 복사/북마크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설정 조정하기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자세히>설정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사용하기  

 

안드로이드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은 POP3 나 IMAP 계정이 연동됩니다.  

홈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텝( )을 열어서 이메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메일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Menu( )키를 길게 누르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에 맞춰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합니다.  

계정 설정이 끝난 후에는 Menu( ) 키를 눌러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편지쓰기/받기/편집 

 

홈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텝( )을 열어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Menu( )키를 누릅니다. 편지쓰기를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 [,]를 찍고 각각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제목과 편지쓰기를 완료한 후 보내기/임시저장/삭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 리스트에서 메일을 선택하여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답장/전체답장/삭제를 선택할 할 수 있습니다. 전 화면으로 돌아갈때는 

Back( )키를 누릅니다.  

 

 이메일 계정 옵션  

 

사용자계정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사용자 계정을 길게 누르면 계정 옵션이 나타납니다. 열기/계정 설정/계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사용하기  

 

갤러리 메뉴에 들어가서 사진과 비디오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텝( )을 열어 갤러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폴더를 눌러서 선택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 폴더안에 파일의 수가 많을 경우, 파일을 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진 작업하기  

 

사진은 슬라이드쇼, 공유, 회전, 삭제, 자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메뉴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 크기, 정렬 순서, 삭제 확인, 

슬라이드쇼 간격, 슬라이드쇼 화면전환, 슬라이드쇼 반복, 슬라이드 섞기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사용하기  

 

연락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연락처 추가하기  

Menu( ) 키를 누릅니다. 새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이름과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연락처 편집을 위해서는 편집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여 Menu( ) 키를 눌러줍니다. 연락처 편집이나 연락처 삭제 메뉴를 선택하여 

편집이나 삭제를 하여줍니다. 단말기에 이메일 계정이 설정되어 있다면 연락처에 있는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알람시계 설정하기  

 

홈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텝( )을 엽니다. 알람시계를 선택합니다.  

 

알람시계에 기본으로 설정된 세가지 시간은 사용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알람 설정하기  

 

세가지 설정된 시간 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알람켜기를 선택합니다.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화면에 나타난 시간을 

눌러줍니다. + - 표시를 이용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벨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이 모두 끝나면 Back 키를 이용하여 메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Menu( )키를 눌러서 알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알람시계의 시계를 누르면 시계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숨기기 위해서는 Menu( ) 키를 눌러서 시계 숨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알람을 선택하여 Menu( ) 키를 눌러 선택된 알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관리하기  

 

 기본 설정 변경하기  

 

 날짜 및 시간 설정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날짜 및 시간 메뉴에서, 날짜설정, 표준시간대 선택, 시간 설정, 24시간 형식 사용, 날짜형식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간설정은 통신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본 단말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소리 및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방향, 애니메이션, 밝기, 화면 시간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화면 

회전을 원치 않으시면 방향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언어 설정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로케일 및 텍스트>로케일 선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메모리 관리하기  

 

메모리 카드의 사용 가능한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SD카드 및 전화기 저장공간을 선택하면 SD카드의 총 공간과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캐쉬 및 데이터 제거하기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응용프로그램>응용프로그램 관리에서 캐쉬나 데이터를 제거하고자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Menu( ) 키를 누르면 정렬과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값 데이터 재설정  

 

단말기를 공장 기본값 데이터로 재설정할 경우, 단말기의 모든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중요!! : 공장 기본값으로 데이터를 재설정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홈화면에서 Menu( ) 키를 누릅니다. 설정>SD 카드 및 전화기 저장공간>공장 기본값 데이터 재설정에서 전화기 재설정을 누릅니다.  



부록  

 

제품의 규격  

Processor  

Samsung S5PC100 (CortexA8) 833Mhz 

Operating System  

Android TM 

Memory 

ROM: 2GB(TFLASH) 

RAM: 512 MB(DDR2) 

크기 

About (LxWxT) 150 x 76 x 16 (mm) 

무게 

About 165g(배터리 포함) 

Display  

3.5-inch TFT-LCD 정전터치  

320 x 480 (HVGA) 해상도  

Device Control  

4way DPAD 

8keys (Home, Menu, Back, Enter, A, B, X, Y) 

정전터치 방식 볼륨 키  

센서 

Accelerometer sensor 

제품의 사양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nnectivity  

Bluetooth® 2.X EDR and A2DP for wireless stereo headsets 

Wi-Fi®: IEEE 802.11b/g 

Input and Output 

3.5 mm audio jack 

HDMI type-C Connector  

TTA-20 (USB, Charging, Line-out/in) 

오디오 

AAC, AAC+, MP3 

비디오 

MP4, H.264 

배터리 

착탈식 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 1300 mAh  

Storage & Expansion Slot  

Standard SD/SDHC card (up to 32GB) 

키보드 

Virtual touch keyboard 

 

사용 환경  

 

보관 시 0℃ ~ 50℃ 
온도 

작동 시 0℃ ~ 40℃ 

보관 시 10% ~ 85% 
습도 

작동 시 20% ~80% 

 

제품의 보증 규정  

 

본 제품의 보증 규정을 설명합니다. 추후 A/S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규정에 대해  

본 보증 규정은 새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하여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에서 올바르게 쓰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 내에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 보증 규정에 따른 무상 및 유상 서비스는 ㈜하드커널이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품질 보증 기간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의 구입일로부터 가산합니다.  

제품 품질보증기간 : 1년  

- 본체에 대한 보증기간을 말합니다.  

액세서리 품질보증기간  

- 표준형 배터리 : 6개월  



- 본체용 TTA20 USB 케이블 : 3개월  

 

 중고제품 구입시 품질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보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준  

 

 무상 서비스 :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기계적(하드웨어)인 고장의 경우  

 유상 서비스 : 보증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운송 및 배송 중 발생한 손상 및 고장의 경우  

 제품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에 적용 및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제품 번호(serial Number)가 바뀐 경우 

 외장재의 손상과 관련된 고장의 경우 

 임의적인 분해 또는 사용시 받은 외부 충격,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당사에서 공급 또는 인가하지 않은 부품 등을 사용하여 발행한 고장의 경우  

 인터넷이나 유선신호 불량 등 외부 환경의 문제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에 의한 경우(또는 전원을 잘 못 연결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장의 경우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미숙,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OS를 변경하여 오동작을 일으킨 경우  

 

 기타  

 당사는 서비스 중에 발생된 데이터 및 프로그램 또는 보안 암호(비밀번호)의 손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등은 반드시 사전에 백업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리, 교체 이후 남은 부품은 ㈜하드커널의 소유이며, 고객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아닌, ㅅ프트웨어의 이상 또는 불량의 경우는 보증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 교환 규정  

 

 구입하신 제품과 다른 제품이 제공 된 경우 

 제품 인도 당시 제품이 파손 된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수리를 요하는 경우  

 동일부위 고장으로 3회 수리 후 같은 부위에 고장이 재발견한 경우(보증기간 이내) 

 서로 다른 고장부위로 4회 수리 후 수리한 부위에 고장이 재발한 경우(보증기간 이내)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주의사항  

 제품 교환은 개별기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본체 불량일 경우 본체만 교환) 

 상품의 하자가 없는 단순 교환 요청의 경우, 왕복 택배비용을 곡객님게서 부담하셔야 하며, 원 구매제품의 상태에 따라 

교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 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제품 환불 규정  

 

 구입하신 제품과 다른 제품이 제공된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수리를 요하는 경우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환불처리는 7일 이내에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구입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 환불처리시, 최초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구매하신 액세서리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의 하자가 없는 단순 환불의 경우 왕복 택배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원 구매제품의 상태에 따라 환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 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개봉하여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제품의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입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제조사 정보  

 

제품 사용 중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하드커널  

사업자등록번호 : 138-81-54116 

이메일 : odroid@hardkern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