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B100-1

사
용
자

가
이
드



내용
설정 및 기본 .......................................................................................................................... 4
단말기 살펴보기 ................................................................................................................................................................................4

SIM 카드 삽입 ....................................................................................................................................................................................5

미디어 카드 삽입 ..............................................................................................................................................................................6

단말기 켜기 또는 끄기 ...................................................................................................................................................................7

홈 화면 간 이동 .................................................................................................................................................................................7

탐색 버튼을 이용하여 탐색 ..........................................................................................................................................................7

터치 스크린 동작 ..............................................................................................................................................................................8

키보드 .................................................................................................................................................................................................11

앱, 위젯 및 바로가기 ....................................................................................................................................................................12

단말기 개인 설정 ...........................................................................................................................................................................15

전화 및 음성 ........................................................................................................................16
전화 아이콘 ......................................................................................................................................................................................16

내 전화번호 찾기 ...........................................................................................................................................................................16

벨소리 변경 ......................................................................................................................................................................................16

전화 걸기 ..........................................................................................................................................................................................17

전화 받기 ..........................................................................................................................................................................................18

전화 차단 ..........................................................................................................................................................................................20

단축번호 목록에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추가 ...................................................................................................................21

통화 중 대기 및 착신 전환 ........................................................................................................................................................21

전화 회의 시작 ................................................................................................................................................................................22

LTE 통화 .............................................................................................................................................................................................23

Wi-Fi 통화 .........................................................................................................................................................................................24

음성사서함 ........................................................................................................................................................................................25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26
Google Play™에서 앱 다운로드 ..............................................................................................................................................26

홈 화면 정리 ....................................................................................................................................................................................26



메신저 .................................................................................................................................................................................................28

Google™ 앱 및 Now on Tap 정보 .........................................................................................................................................30

시계 .....................................................................................................................................................................................................30

BlackBerry Device Search ..........................................................................................................................................................33

위치 서비스 및 Google Maps™ ..............................................................................................................................................35

Google Chrome™ 및 다운로드 ...............................................................................................................................................36

인쇄 .....................................................................................................................................................................................................37

설정 .......................................................................................................................................39
단말기 설정 변경 ...........................................................................................................................................................................39

빠른 설정 메뉴 사용자 지정 .....................................................................................................................................................39

알림 .....................................................................................................................................................................................................39

저장 공간 및 미디어 카드 ..........................................................................................................................................................44

연결 .....................................................................................................................................................................................................47

배터리 및 전원 ................................................................................................................................................................................65

디스플레이 ........................................................................................................................................................................................69

단축키 .................................................................................................................................................................................................71

계정 .....................................................................................................................................................................................................71

접근성 .................................................................................................................................................................................................72

사용자 .................................................................................................................................................................................................74

백업 및 초기화 ................................................................................................................................................................................76

단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79

보안 .......................................................................................................................................80
잠금, 비밀번호, 데이터 보호 .....................................................................................................................................................80

분실 단말기 찾기 및 보호 ..........................................................................................................................................................86

보안 설정 ..........................................................................................................................................................................................87

법적 고지 ..............................................................................................................................92



4

사용자 가이드 설정 및 기본

설정 및 기본
단말기 살펴보기

USB Type-C

지문인지 센서

단축키

음량 조절 키

LED 알림

실행 중인 앱 키

홈 키

전면 카메라

전원 키

이전/취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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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설정 및 기본

SIM 카드 삽입
SIM 카드 삽입단말기에는 Nano-SIM 카드가 사용됩니다. SIM 카드가 없거나 올바른 유형의 SIM 카드가 없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주의: 대형 SIM 카드를 작은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Nano-SIM 카드보다 두껍기 때문에 단말기가 SIM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SIM 카드가 걸릴 수 있습니다.

1.    트레이 분리 핀(상자에 동봉됨)의 끝을 단말기의 오른쪽 구멍에 밀어 넣어 트레이를 분리합니다 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트레이 분리 핀이 없는 경우 종이 클립을 사용해도 됩니다.

2.    트레이를 잡아당겨서 완전히 꺼낸 후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3.    SIM 카드의 금속 접촉부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여 잡습니다. SIM 카드의 모서리를 트레이 내 작은 구획의 
모서리에 맞춥니다.

4.    트레이에 SIM 카드를 놓습니다.

5.    트레이를 다시 슬롯으로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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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미디어 카드 삽입
사진, 동영상, 음악 및 문서를 위한 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경우 미디어 카드(마이크로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트레이 분리 핀(상자에 동봉됨)의 끝을 단말기의 오른쪽 구멍에 밀어 넣어 트레이를 분리합니다. 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트레이 분리 핀이 없는 경우 종이 클립을 사용해도 됩니다.

2.    트레이를 잡아당겨서 완전히 꺼낸 후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3.    미디어 카드의 금속 접촉부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여 잡습니다. 미디어 카드의 모서리를 트레이 내 작은 구획의 
모서리에 맞춥니다.

4.    트레이에 미디어 카드를 놓습니다.

5.    트레이를 다시 슬롯으로 밀어 넣습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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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단말기 켜기 또는 끄기
전원 켜기/끄기 키(단말기의 왼쪽 부분에 있음)를 길게 누릅니다

• 단말기를 끄려면 종료를 누릅니다.

• 단말기를 끈 후 다시 켜려면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화면 끄기
전원 켜기/끄기 키(단말기의 왼쪽 부분에 있음)를 누릅니다

화면을 다시 켜려면 전원 켜기/끄기 키를 누르거나 화면을 두 번 가볍게 누릅니다.

홈 화면 간 이동
화면에서 동작을 이용하여 여러 홈 화면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밉니다.

탐색 버튼을 이용하여 탐색
탐색 버튼은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수행 중인 작업에 관계없이 단말기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 홈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를 누릅니다.

• 최근에 연 앱 및 화면을 보려면  를 누릅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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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터치 스크린 동작
터치 스크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작을 배워 보십시오.

단말기 절전 모드 해제
화면을 두 번 가볍게 누릅니다.

항목 선택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한 개의 항목을 선택하려면 해당 항목을 누릅니다. 항목이 열릴 수 있을 경우 열립니다.

• 공유하려는 사진이나 삭제하려는 이메일 메시지 등, 여러 항목을 선택하려면 하나의 항목을 길게 누릅니다. 더 
많은 항목을 누릅니다. 항목 선택을 취소하려면 해당 항목을 다시 누릅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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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스크롤 또는 항목 간 이동
손가락으로 밀어서 목록을 스크롤하거나 사진 등의 항목 간을 이동합니다.

                     

알림 확인
언제든지 최근 알림(예: 이메일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알림을 
눌러서 열거나 아래로 당겨서 더 많은 알림을 확인합니다.

빠른 설정 열기
빠른 설정을 열어서 Wi-Fi 및 비행기 모드 등의 일반 설정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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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슬라이더 사용
슬라이더가 화면에 나타나면 노래나 동영상 등의 파일에서 앞뒤로 이동하거나, 화면 밝기와 같은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핸들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화면 확대 또는 축소
사진이나 지도의 일부 등, 무언가를 보다 자세히 보려면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대하려면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벌립니다.

축소하려면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모읍니다.

팁: 몇몇 경우, 두 번 가볍게 눌러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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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키보드

텍스트 선택
한 단어를 선택하려면 해당 단어를 두 번 가볍게 누르거나 길게 누릅니다.

여러 단어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단어를 변경하려면 선택 핸들  및  을 드래그합니다.

커서 전환
키보드를 두 번 가볍게 누른 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커서를 전환합니다.

단어 삭제
키보드 위에서 좌측으로 밀어서 단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천 단어를 사용해서 빠르게 입력
입력을 하는 동안 추천 단어가 표시됩니다. 추천 단어는 키보드 위 또는 글자 위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려면 키보드 위에서 위쪽으로 밀거나, 해당 단어를 가볍게 밀어서 화면 위로 보냅니다.

대체 문자 또는 단어 입력
단말기에서 사용 중인 입력 언어에 따라 대체 문자 또는 단어 변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자 키를 길게 누릅니다. 
문자 또는 단어를 누릅니다.

숫자 및 기호 입력
기호 키보드를 한 번 눌러서 기호 소프트 키보드를 표시하거나 두 번 눌러서 숫자 소프트 키보드를 표시하고, 다시 
눌러서 소프트 키보드를 숨깁니다.

텍스트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잘라내기 또는 복사하기를 누르고, 텍스트를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를 
누른 후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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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입력 언어 전환
1.    입력 언어를 전환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 언어 & 입력 > 블랙베리 키보드 설정 > 입력 

언어를 누릅니다. 시스템 언어 사용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스위치를 끕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각 입력 언어 옆의 
스위치를 켭니다.

2.    입력을 하는 동안 입력 언어를 전환하려면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누른 후 입력 언어를 누릅니다.

3.    가장 최근에 사용한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터치 화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밀거나, 실제 키보드에서 
알트 및 엔터  키를 누릅니다.

앱, 위젯 및 바로가기

앱, 위젯 및 바로가기 정보
홈 화면의  를 누르면 설치된 앱과 위젯에 액세스하고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는 트레이가 열립니다.

• 앱 탭에는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한 앱을 비롯하여 단말기에 설치된 모든 앱의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 위젯은 종종 홈 화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니어처 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BBM 위젯은 현재 채팅 내역을 
작은 창으로 보여줍니다. 북마크 위젯은 사용자가 북마크에 추가한 모든 웹사이트를 보여주므로 북마크된 
웹사이트를 홈 화면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는 사용자가 가장 자주 수행하는 작업 수행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빈번하게 작성한다면 
이메일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누르면 이메일 작성 창이 열립니다.

설치된 앱, 위젯, 바로가기 검색
1.    홈 화면에서  를 누릅니다.

2.    앱, 위젯, 바로가기 검색 필드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홈 화면에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추가합니다.
1.    홈 화면에서  를 누릅니다.

2.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3.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길게 눌렀다가 홈 화면이 나타나면 손가락을 뗍니다.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한 후, 바로가기를 설정하라는 안내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바로가기를 
추가한 경우 이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눌러야 합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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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앱 정리하기
사용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앱 탭의 앱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0개가 상단에 나타나며, 그 아래부터는 앱이 알파벳순으로 목록화되어 표시됩니다. 
단말기에서 Android for Work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앱은 목록 하단에 표시됩니다.

• 알파벳순/전형적: 앱이 알파벳순으로 정리됩니다.

• 최신순: 가장 최근에 설치한 앱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 사용빈도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앱 정리 방식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화면에서  를 누릅니다.

2.    우측 상단 구석에 나타나는 드롭다운 목록을 누릅니다. 아직 앱 정리 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라는 
단어가 드롭다운 목록 옆에 나타납니다.

3.    정리 옵션을 선택합니다.

팝업 위젯 정보
팝업 위젯은 사용자가 홈 화면에 추가하는 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팝업 위젯이 포함된 앱을 추가할 경우, 앱 아이콘 
아래 표시기( )가 나타납니다. 팝업 위젯은 홈 화면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팝업 위젯 켜기
1.    홈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을 누릅니다.

2.    팝업 위젯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팝업 위젯 열기
팝업 위젯을 사용하면 앱의 위젯을 홈 화면에 꺼내두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의 팝업 위젯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앱 아이콘 아래 ( )가 나타납니다.

홈 화면에서 팝업 위젯이 있는 앱 위에서 위 또는 아래로 밉니다.

앱의 팝업 위젯 변경
앱에 사용 가능한 위젯이 하나 이상일 경우, 앱 아이콘 위에서 처음 위 또는 아래로 밀면 팝업 위젯으로 설정할 위젯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위젯은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1.    앱 아이콘 위에서 위 또는 아래로 밉니다.

2.    위젯의 우측 상단 구석에서  > 위젯 변경을 누릅니다.

3.    사용 가능한 위젯 목록에서 다른 위젯을 누릅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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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위젯 끄기
홈 화면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팝업 위젯을 끄려면 앱 아이콘 위에서 위 또는 아래로 밉니다. 위젯의 우측 상단 구석에서  > 팝업 위젯 끄기를 
누릅니다.

• 모든 팝업 위젯을 끄려면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을 누릅니다. 팝업 위젯 확인란 선택을 해제합니다.

키보드 단축키로 실행하는 바로가기 변경
키보드 단축키로 실행하는 바로가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메시지 작성 등 어떤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지정되지 않은 키보드를 누르거나 길게 눌러서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또는 단축키를 길게 누릅니다.

2.    홈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을 누릅니다.

3.    키보드 단축키를 누릅니다.

4.    길게 누름 또는 짧게 누름을 누릅니다.

5.    동그라미를 누릅니다.

• 다른 앱을 실행하기 위한 키보드를 설정하려면 앱 열기를 누른 후 앱을 누릅니다.

• 연락처에 전화를 걸기 위한 키보드를 설정하려면 단축번호를 누른 후 연락처를 누릅니다.

• 연락처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키보드를 설정하려면 메시지 발송을 누릅니다. 이메일 
연락처나 문자 연락처를 누른 후 연락처를 누릅니다.

• 어떤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키보드를 설정하려면 모든 단축키를 누릅니다.

키보드 단축키 끄기
앱을 열기 위한 키보드를 설정했거나 단축키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를 끄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을 누릅니다.

2.    키보드 단축키를 누릅니다.

3.    동그라미를 누릅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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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개인 설정
단말기를 개인 설정하여 나만의 단말기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벨소리를 변경하거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설정 변경

• 벨소리 변경

• 배경화면 변경

• 단축번호 목록에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추가

• 홈 화면에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추가합니다.

• 글꼴 크기 변경

• 최근 앱 및 화면 보기 방식 변경

• 화면 잠금 설정 또는 변경

설정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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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음성
전화 아이콘

통화 중

아이콘 설명

다이얼 패드가 표시됩니다.

마이크 음소거 설정

팁: 단축키를 눌러서 마이크를 음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를 보류합니다.

다른 전화를 연결합니다.

스피커폰을 켭니다.

여러 통의 통화를 병합해서 전화 회의를 시작합니다.

전화 회의를 여러 통의 통화로 나눕니다.

내 전화번호 찾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휴대전화 정보 > 상태 > SIM 상태를 누릅니다.

화면 하단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나타납니다.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번호를 SIM 
카드에 추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벨소리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운드 > 전화 벨소리를 누릅니다.

3.   벨소리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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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노래 또는 사용자 지정 사운드를 벨소리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mp3 파일을 단말기의 벨소리 폴더로 
이동합니다. 먼저 Google Play™ 스토어에서 파일 관리자 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걸기

전화 걸기
1.   전화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번호를 입력합니다.

3.    를 누릅니다.

최근 사용 번호로 전화 걸기
1.   전화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이름 또는 번호 옆의  를 누릅니다.

연락처에 전화 걸기
1.   전화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연락처를 누릅니다.

3.   전화를 걸고자 하는 번호를 누릅니다.

팁: 연락처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번호 옆의  를 누릅니다.

연락처 단축번호 설정
단축번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단축번호 목록에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1.   전화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단축번호 연락처를 누릅니다.

발신 번호 표시 또는 숨기기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2.   설정 > 통화 > 추가 설정 > 발신자 ID를 누릅니다.

3.   발신번호 표시 또는 발신번호 숨기기를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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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보기
통화 기록 화면에서 이전의 발신, 수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 통화 기록을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특정 통화의 세부정보를 보려면 발신자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  을 누릅니다.

• 부재중 전화를 보려면 부재중을 누릅니다.

•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면  > 통화 기록 삭제 > 삭제를 누릅니다.

전화 받기

전화 받기 또는 거절
1.   단말기가 잠겨 있는 경우  를 길게 누릅니다.

• 전화를 받으려면  위로 손가락을 밉니다. 손가락을 똅니다.

• 전화를 거절하려면   위로 손가락을 밉니다. 손가락을 똅니다.

2.   단말기가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전화 알림에서 받기 또는 거절을 누릅니다.

발신자에게 빠른 응답 전송
수신 전화를 받는 대신 발신자에게 간략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응답 수신자에 따라 추가 문자 
메시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경우, 빠른 응답 전송 옵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전화가 걸려오면  를 길게 누릅니다.  위로 손가락을 민 후 손가락을 뗍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본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시지를 누릅니다.

•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려면 직접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빠른 응답 전송을 위해 전화를 거절할 경우, 발신자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음성사서함이 없을 경우 발신자는 
통화 중 신호음만 듣게 됩니다.

기본 빠른 응답 메시지 변경
사용자는 자신만의 빠른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용 가능한 기본 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 설정 > 빠른 응답을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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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을 원하는 빠른 응답을 누릅니다.

3.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 빠른 응답을 초기화하려면, 빠른 응답 편집 화면에서  > 기본 앱 초기화를 누릅니다.

전화 수신 시 벨소리 음소거
사운드 또는 진동 알림이 켜진 상태에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신속하게 벨소리를 음소거하고 단말기의 진동을 끌 
수 있습니다. 벨소리 음소거 후에도 전화를 받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음량 조절 키를 누릅니다.

헤드셋에서 단말기로 통화 이동
단말기에 Bluetooth 헤드셋이 연결된 경우, 걸려오는 전화가 자동으로 헤드셋에서 수신됩니다. 사용자는 수동으로 
통화를 다시 단말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에  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통화를 단말기로 이동하려면 핸드셋 이어폰을 누릅니다.

• 통화를 단말기 스피커폰으로 이동하려면 스피커를 누릅니다.

Bluetooth 헤드셋으로 통화 이동 방지
전화 앱에서 Bluetooth 헤드셋 연결을 끊어서 전화를 단말기에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Bluetooth를 누릅니다.

3.   연결을 끊으려는 페어링된 헤드셋 옆의  을 누릅니다.

4.   전화 오디오 확인란 선택을 해제합니다.

통화 보류
통화 중에  를 누릅니다.

통화를 재개하려면  를 다시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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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차단

수신 전화 차단
전화 차단 시, 차단된 특정 전화번호로부터 오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 설정 > 전화 차단을 누릅니다.

2.   번호 추가하기를 누른 후 차단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차단을 누릅니다.

3.   차단된 번호를 삭제하려면  > 차단 해제를 누릅니다.

발신자 차단
차단하려는 번호가 연락처 앱에 있는 연락처의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연락처 앱에서 연락처를 누릅니다.

2.    >  를 누릅니다.

3.   모든 전화를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차단
중요 전화만 수신 모드를 사용해서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의 전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리지 않지만, 단말기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뜹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중요 전화만 수신을 누릅니다.

3.   설정 더 보기 > 중요 전화만 허용 > 통화 > 연락처만 허용을 누릅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중요 전화만 수신 모드는 1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모드 지속 시간을 변경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중요 전화만 수신을 누릅니다. 모드 지속 
시간을 늘리려면  를 누르거나 이 기능을 사용 중지할 때까지  를 누릅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번호 제한
고정 다이얼링 번호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 고정 다이얼링 번호 목록에 추가하는 전화번호로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SMS 또는 M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단말기를 사용하라고 준 경우 자녀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SIM 카드에 고정 다이얼링 번호 기능을 설정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2.   설정 > 통화 > 고정 다이얼링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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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DN 사용을 누릅니다.

4.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한 SIM 보안 코드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FDN 목록 >  > 연락처 추가를 누릅니다.

7.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단축번호 목록에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추가
단축번호 목록에 추가하는 연락처는 전화 앱의   탭에 나타납니다.

1.   전화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연락처 이름 옆의 사진 또는 글자를 누릅니다.

3.   을 누릅니다.

단축번호 목록에서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삭제
1.   전화 앱에서  을 누릅니다.

2.   삭제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길게 누릅니다.

3.   해당 연락처를   삭제 위로 드래그합니다. 손가락을 똅니다.

통화 중 대기 및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 켜기 또는 끄기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2.   설정 > 통화 > 추가 설정을 누릅니다.

3.   통화 중 대기 확인란을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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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 전환 설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2.   설정 > 통화 > 착신 전환을 누릅니다.

3.   착신 전환할 번호를 변경하려면 착신 전환 옵션을 누르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 회의 시작
1.   통화 중일 때, 다른 전화를 걸거나 받습니다.

2.   통화를 병합하려면  을 누릅니다.

통화 중 다른 전화 받기
통화 중 대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통화 중일 때 다른 전화를 받으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를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두 번째 전화를 받으려면 현재 통화 보류를 누릅니다.

•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받으려면 현재 통화 종료를 누릅니다.

2.    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위로 손가락을 민 후 손가락을 뗍니다.

3.   보류 중인 통화를 눌러서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를 전환합니다.

4.   두 통화를 병합해서 전화 회의를 시작하려면  을 누릅니다.

전화 회의에 사람을 더 추가하려면 1~2단계를 반복합니다

통화 중 다른 전화 걸기
이미 통화 중인 상태에서 다른 전화를 걸면 첫 번째 전화는 자동으로 보류됩니다.

1.   통화 중에  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서 번호를 입력합니다.

• 다이얼 패드 위를 눌러서 전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락처를 누릅니다.

3.   두 통화를 병합해서 전화 회의를 시작하려면  을 누릅니다.

전화 회의에 사람을 더 추가하려면 1~3단계를 반복합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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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회의에서 참가자 제거
1.   전화 회의 중에 전화 회의 참가자를 보려면 전화 회의 관리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화 회의에서 참가자를 제거하고 전화를 끊으려면  을 누릅니다.

• 전화 회의에서 참가자를 제거하고 별도 통화로 유지하려면  을 누릅니다.

LTE 통화

LTE 음성 및 LTE 화상 통화 켜기
LTE 음성 및 LTE 화상 통화는 4G LTE 연결을 통해 고품질 음성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합니다. LTE 화상 통화를 
사용하려면 LTE 음성 통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을 누릅니다.

3.   사용 가능한 옵션에 따라 더 보기 > 이동통신망 > IMS 설정을 누릅니다.

4.   LTE 음성 통화 또는 LTE 화상 통화 스위치를 켭니다.

LTE 화상 통화 걸기
서비스 제공업체가 LTE 화상 통화를 지원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는 연락처에 화상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화를 걸려면  을 누른 다음 번호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에 전화를 걸려면  을 누른 다음 해당 연락처를 누릅니다.

• 단축번호 연락처에 전화를 걸려면  을 누른 다음 해당 연락처를 누릅니다.

2.    를 누릅니다.

참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또는  을 통해 LTE 화상 통화를 바로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락처에 전화를 건 다음 통화가 연결되면  > 화상 통화를 누릅니다.

음성 전용 통화로 전환

화상 통화 중  을 누릅니다.

화상 통화로 재전환하려면  을 다시 누릅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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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전환

화상 통화 중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을 누릅니다.

• 카메라 전환을 누릅니다.

화상 통화 보류

화상 통화 중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을 누릅니다.

• 통화 보류를 누릅니다.

단방향 동영상 공유

화상 통화 중 대화 상대가 LTE 화상 통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대화 상대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 상대는 사용자와 동영상을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화상 통화 중  을 누릅니다.

2.   단방향 동영상을 누릅니다.

LTE 화상 통화 받기
1.   전화를 받을 때  을 길게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화상 통화로 받으려면  위로 손가락을 밉니다.

• 음성 통화로 받으려면  위로 손가락을 밉니다.

Wi-Fi 통화

Wi-Fi 통화 켜기
제한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Wi-Fi 네트워크를 
통한 전화 걸기 및 받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Wi-Fi 통화 메뉴를 누릅니다.

3.   Wi-Fi 통화 스위치를 켭니다.

전화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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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말기에서 Wi-Fi 통화를 걸 때 확인하려면 Wi-Fi 통화 상태를 켭니다.

5.   Wi-Fi 통화 환경설정 > 연결 환경설정을 누릅니다.

• 이동통신망 신호가 있을 때도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Wi-Fi 우선을 누릅니다. 

•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Wi-Fi 네트워크만 사용하려면 Wi-Fi만을 누릅니다.

• 이동통신망 신호가 없을 때 통화 시 Wi-Fi 네트워크만 사용하려면 이동통신망 우선을 누릅니다.

Wi-Fi 통화 걸기
 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전화 앱에서  을 누릅니다.

2.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을 누릅니다.

음성사서함

음성사서함 설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2.   설정 > 통화 > 음성사서함을 누릅니다.

3.   음성사서함을 설정하려면 설정을 누릅니다. 음성사서함 번호 필드가 비어 있으면 음성사서함 번호를 누른 후 
음성사서함 액세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음성사서함 액세스 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앱에서 음성사서함으로 전화를 걸려면 1번 키를 길게 누릅니다.

눈으로 보는 음성사서함
눈으로 보는 음성사서함은 음성사서함 액세스 및 관리를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앱에서 단말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몇몇 눈으로 보는 음성사서함 서비스는 음성사서함 메시지를 텍스트로 옮겨주고, 
메시지를 이메일과 SMS로 전송해줍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전에 단말기에 설치했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둔 눈으로 보는 음성사서함 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및 음성



26

사용자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Google Play™에서 앱 다운로드
1.   Google Play™ 스토어 앱을 엽니다.

2.   필요한 경우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다운로드하려는 앱을 탐색 또는 검색합니다.

4.   앱을 누른 다음 설치를 누릅니다.

홈 화면 정리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 이동
1.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길게 누른 후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2.   손가락을 똅니다.

앱이나 바로가기를 즐겨찾기 트레이로 이동
즐겨찾기 트레이는 각 홈 화면의 하단 부분에 있으며, 사용자가 즐겨 사용하는 앱이나 바로가기를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네 개의 앱이나 바로가기를 즐겨찾기 트레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즐겨찾기 트레이가 꽉 찬 경우 트레이에 있는 앱이나 바로가기 중 하나를 길게 누릅니다. 해당 앱 또는 바로가기를 
홈 화면의 아무 위치로나 드래그합니다.

2.   추가를 원하는 앱 또는 바로가기를 길게 누른 후 즐겨찾기 트레이로 드래그합니다.

홈 화면 추가
앱, 위젯, 바로가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홈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항목을 길게 누른 후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드래그합니다.

2.   다음 홈 화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필요할 경우, 빈 홈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항목을 드래그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3.   손가락을 똅니다.

팁: 여러 홈 화면을 빠르게 보려면 즐겨찾기 트레이 위쪽의 동그라미를 누른 후 손가락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밉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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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홈 화면 변경
단말기를 켰을 때나  를 눌렀을 때 표시되는 홈 화면을 변경합니다.

참고: 기본 홈 화면을 열려면  를 두 번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릅니다.

2.   기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홈 화면 위의  을 누릅니다.

홈 화면 제거
사용하지 않는 홈 화면이 있을 경우 제거가 가능합니다. 기본 홈 화면을 제거할 경우 오른쪽에 있는 홈 화면이 기본 
홈 화면이 됩니다.

참고: 홈 화면은 제거 후 복구할 수 없습니다.

1.   홈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릅니다.

2.   제거하고자 하는 홈 화면을 길게 누른 후 화면 상단의 제거로 바로 드래그합니다.

앱 및 바로가기를 폴더에 정리
1.   홈 화면에서 앱 또는 바로가기를 길게 누릅니다.

2.   해당 앱 또는 바로가기를 동일한 폴더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다른 앱이나 바로가기 위로 드래그합니다.

3.   폴더를 누르면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누른 후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근 앱 및 화면 보기 방식 변경
 을 누르면 최근 앱 및 화면의 타일식 보기, 벽돌쌓기식 보기 또는 넘기기식 보기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보기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디스플레이 > 최근을 누릅니다.

3.   보기를 선택합니다.

앱 삭제 또는 홈 화면에서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 
제거
앱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에서 더 이상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앱을 사용하려면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몇몇 내장 앱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앱을 꺼서 더 이상  에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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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에서 앱을 제거하더라도 해당 앱은 여전히 단말기에 남아 있으며,  에서 열 수 있습니다.

1.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길게 누릅니다.

2.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화면 상단으로 드래그합니다.

• 앱을 삭제하려면 삭제로 드래그합니다.

• 앱을 끄려면 비활성화로 드래그합니다.

• 홈 화면에서 앱, 위젯 또는 바로가기를 제거하려면 제거로 드래그합니다.

삭제한 앱은 Google Play 스토어를 사용해서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스토어에서  > 내 앱 > 전체를 
누릅니다.

껐던 앱은  > 앱에서 다시 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비활성화됨 카테고리가 나타날 때까지 카테고리를 
좌측으로 밉니다. 앱을 누른 후 활성화를 누릅니다.

메신저

메신저 사용
단말기의 기본 메신저를 사용해서 SMS 및 MMS 메시지를 비롯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 수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

1.   메신저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수신인 필드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명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팁: 키보드를 전환하려면  또는  를 누릅니다.

3.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수신인 선택…을 누르고  를 누릅니다.

4.   SMS 메시지 입력 필드에 메시지를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팁: 메시지 필드의  을 누르면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발송

1.   메신저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수신인 필드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명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팁: 키보드를 전환하려면  또는  를 누릅니다.

3.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수신인 선택…을 누르고  를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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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 누른 후 미디어 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려면  을 누릅니다. 카메라를 전체 화면으로 보려면  을 누릅니다.

• 라이브러리의 사진을 첨부하려면  을 누릅니다.

• 스티커를 첨부하려면  를 누릅니다. 다른 스티커도 다운로드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메시지를 녹음해서 첨부하려면  를 누른 후  를 길게 눌러서 오디오을 녹음합니다.

• 사용자의 위치를 첨부하려면  를 누릅니다.

5.    을 누릅니다.

참고: 메시지 작성 중에 화면을 닫을 경우 해당 메시지는 임시 메시지로 저장됩니다. 대화를 클릭해서 메시지를 계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삭제

1.   메신저 앱에서 메시지를 길게 누릅니다.

2.    > 삭제를 누릅니다.

대화 관리
1.   메신저 앱에서 화면 상단에 도구 모음이 표시될 때까지 아무 대화를 길게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대화를 보관하려면  를 누릅니다. 보관된 대화를 메시지 목록으로 다시 이동시키려면 해당 대화를 길게 누른 
후  를 누릅니다.

• 대화를 삭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 알림을 키거나 끄려면  또는  를 누릅니다.

•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를 누릅니다.

• 연락처를 차단하려면  을 누릅니다.

메신저 앱에서 메시지 검색

메신저 앱에서 쉽게 연락처, 전화번호, 메시지 등의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메신저 앱에서  을 누릅니다.

2.   검색 필드에 검색어(여러 개도 가능)를 입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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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앱 및 Now on Tap 정보
Google™ 앱은 Google Now™ 카드를 통해 필요한 시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oogle Now™ 카드에는 
사용자 위치에 대한 날씨 업데이트 또는 사용자 일정 목록의 다음 약속 장소 경로 파악 등의 개인 맞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w on Tap을 사용하면 사용 중인 앱 기반의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Google™ 앱 기능이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친구가 BBM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에서의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Now on Tap은 해당 
레스토랑의 등급이나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안내가 표시된 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ogle™ 앱에서 Now 카드를 
설정한 후  을 길게 눌러 Now on Tap에 액세스합니다.

Google™ 앱 및 Now on Ta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앱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시계

알람 시계 설정

알람 설정

1.   시계 앱에서  을 누릅니다.

• 기존 알람을 설정하려면 알람에 나와 있는 시간을 누릅니다.

• 새로운 알람을 생성하려면  를 누릅니다.

2.   알람 시간을 조절하려면 시간 또는 분을 누릅니다. 다이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밉니다.

3.   AM 또는 PM을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알람 생성 또는 삭제

시계 앱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알람을 생성하려면  >  를 누릅니다.

• 알람을 삭제하려면 삭제하고자 하는 알람 아래 있는  >  를 누릅니다.

팁: 각 알람의 용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알람에 라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람 벨소리 변경

1.   시계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변경을 원하는 알람 아래 있는  >  을 누릅니다.

3.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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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알람 설정

1.   시계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알람 아래 있는  를 누릅니다.

3.   반복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알람이 꺼지는 요일은 하얀색 동그라미 안의 글자로 표시됩니다

4.   요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글자를 누릅니다.

알람 중지 간격 설정

기본적으로 알람은 10분간 꺼집니다.

1.   시계 앱에서  > 설정 > 알람 중지 간격을 누릅니다.

2.   숫자 위 또는 아래로 손가락을 밉니다.

3.   원하는 숫자가 선 사이에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무음 시간 설정

기본적으로 알람은 10분 후 무음으로 전환됩니다.

1.   시계 앱에서  > 설정을 누릅니다.

2.   무음으로 전환을 누릅니다.

3.   시간을 누릅니다.

스톱워치 사용

1.   시계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스톱워치를 시작하려면  누릅니다.

• 스톱워치를 멈추려면  누릅니다.

• 스톱워치를 멈춘 후 재시작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 기록을 공유하려면 ‘공유’를 누릅니다.

• 스톱워치를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누릅니다.

타이머 설정

1.   시계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타이머를 설정하려면 1 00 00을 입력합니다.

3.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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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설정 외의 추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행 중인 타이머에 시간을 추가하려면 ‘1분 추가’를 누릅니다.

•   다른 타이머를 설정하려면 ‘타이머 추가’를 누릅니다.

•   타이머를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누른 후  을 누릅니다.

•   타이머를 삭제하려면 ‘삭재’를 누릅니다.

홈 시간대 설정
1.   시계 앱에서   > 설정을 누릅니다.

2.   홈 시간대를 누릅니다.

3.   시간대를 누릅니다.

팁: 여행 시 시계가 현재 지역의 시간대에 맞춰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를 원하면 자동 홈 시계 스위치를 켜세요.

다른 지역의 시간 보기

시계 화면에서 여러 지역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1.   시계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을 누릅니다.

3.   시계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누릅니다.

4.    를 누릅니다.

시계 화면에서 지역 삭제

1.   시계 앱에서  를 누릅니다.

2.   삭제를 원하는 지역 옆에 있는 확인란 선택을 해제합니다.

3.    를 누릅니다.

야간 모드로 전환

야간 모드를 켜서 화면을 어둡게 하고 협탁 시계처럼 계속 시간이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계 앱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화면 보호기를 누릅니다.

• 시계 화면의 아무 곳이나 길게 누릅니다.

시계 스타일 변경

시계를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보려면 시계 앱에서   > 설정 > 스타일 >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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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rry Device Search

내 단말기 검색
BlackBerry Device Search 앱을 사용해서 사용자는 단말기의 파일, 앱, 도움말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필드에 인스턴트 액션 명령을 입력해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BlackBerry Device Search 앱에서 검색어나 인스턴트 액션 명령을 입력합니다.

검색 카테고리 변경
검색에 포함될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특정 유형의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찾는 경우 음악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를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BlackBerry Device Search 앱에서  > 설정 > 검색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2.   스위치를 켜거나 꺼서 검색에 포함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를 누릅니다.

팁: 확장 검색 카테고리는 인터넷 결과, 클라우드 앱(예: Google Drive™, Google Play™), 단말기의 기타 앱 등을 
검색합니다. 단말기에 있는 데이터만 검색하려면 확장 검색 스위치를 끕니다.

검색 결과 활용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 결과에 있는 항목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의 종류는 항목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 중 하나가 앱일 경우 검색 화면에서 해당 앱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1.   검색 결과를 누릅니다.

2.   필요 시, 작업을 누릅니다.

검색 기록 저장 중단

기본적으로, 단말기는 빠른 참조 및 재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방문한 최근 20개의 검색 결과를 보관합니다.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1.   BlackBerry Device Search 앱에서  > 설정을 누릅니다.

2.   검색 기록 저장 스위치를 끕니다.

팁: 개별 검색 결과를 삭제하려면 해당 결과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밉니다. 모든 검색 기록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 설정 > 검색 기록 삭제를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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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액션으로 빠르게 작업 수행
인스턴트 액션은 사용자가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단축키입니다.

참고: 인스턴트 액션은 사용자의 단말기에 설정된 입력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검색 필드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2.   결과에서 인스턴트 액션을 누릅니다.

전화 걸기

검색 필드에서 바로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 다이얼, 또는 통화라고 입력한 후 전화 걸기를 선택해서 연락처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전송

이메일 또는 메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메일 전송을 선택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

sms, 메시지, msg, 또는 문자라고 입력한 후 문자 메시지 발송을 선택해서 연락처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음악 재생

재생이라고 입력하고 음악 재생 또는 YouTube를 선택한 후 곡 이름, 아티스트명, 혹은 앨범명을 입력합니다.

길 찾기

지도라고 입력한 후 길 찾기를 선택해서 업체명이나 주소를 입력합니다.

노트 생성

노트 또는 메모라고 입력한 후 노트 생성이나 노트를 선택해서 노트 제목을 입력하거나 노트 목록을 봅니다.

작업 생성

작업 또는 할일이라고 입력한 후 작업 생성이나 작업을 선택해서 제목을 입력하거나 작업 목록을 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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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BlackBerry Device Search

BlackBerry Device Search 앱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BlackBerry Device Search 앱은 BlackBerry Hub에 있는 이메일만 검색합니다. BlackBerry Hub에 이메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BlackBerry Hub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위치 서비스 및 Google Maps™

위치 서비스 정보
Google Maps™와 같은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서비스를 
켤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GPS 기술 및 기타 위치 측정 정보를 사용하여 운전 경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치 설정 화면에서 위치 서비스를 사용 중인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앱이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해당 앱의 위치 권한을 끕니다. 앱 권한 켜기 또는 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위치 서비스 켜기 또는 끄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위치를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서 스위치를 켜거나 끕니다.

위치 모드 변경
위치 모드를 사용해서 단말기가 정확하게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위치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정확성: GPS, Wi-Fi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Google™ 위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검색합니다.

• 배터리 절약: Wi-Fi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Google™ 위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위치를 검색하는 한편, 배터리 
수명을 절약합니다.

• 단말기만 사용: GPS만 사용해서 위치를 검색합니다. 이 모드는 배러티 절역 모드보다 많은 배터리 수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정확성 모드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위치 > 모드를 누릅니다.

3.   옵션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http://help.blackberry.com/en/blackberry-hub/latest/help/gft1478700235725.html
http://help.blackberry.com/en/blackberry-hub/latest/help/gft1478700235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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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록 켜기 또는 끄기
위치 기록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지닌 상태에서 이동한 위치를 기반으로 개인 지도를 만든 다음 해당 지도를 사용하여 
출퇴근 거리 예측 및 보다 자세한 검색 결과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Google™ 서비스입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위치 > Google 위치 기록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Google™ 계정을 추가합니다.

4.   화면 상단에서 스위치를 켜거나 끕니다.

Google Maps™ 정보
Google Maps™을 통해 비즈니스 장소, 레스토랑 및 기타 관심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 턴바이턴(turn-by-
turn)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Maps™에 대한 도움말 찾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Google Maps™에서  > 도움말을 누릅니다.

• Maps for Mobile 도움말 센터(support.google.com/gmm/android)를 방문합니다.

Google Chrome™ 및 다운로드

Google Chrome™에 대한 도움말 찾기
Chrome for Android 도움말 센터를 방문하거나 Google Chrome™에서  > 도움말 및 의견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앱을 사용해서 이메일, BBM 메신저, 행아웃, Google Chrome™ 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된 음악 및 비디오는 다운로드 앱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http://support.google.com/gmm/android
https://support.google.com/chrome/topic/3422804


37

사용자 가이드

다운로드 아이콘

아이콘 설명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공유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목록이나 섬네일 형식으로 봅니다

파일을 이름, 날짜, 또는 파일 크기로 정렬합니다

인쇄

단말기에서 인쇄
호환되는 Wi-Fi 또는 Bluetooth 지원 프린터 및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단말기의 웹 페이지, 사진, 문서 
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인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앱에서  > 인쇄를 누릅니다. 앱에 따라 해당 옵션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공유 및 내보내기와 같은 이름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2.   화면 상단을 누른 다음 사용하려는 프린터를 누릅니다.

3.    를 누릅니다.

참고: 인쇄 전에 인쇄 서비스를 설치하고 프린터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 서비스 설치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인쇄를 누릅니다.

3.   서비스 추가를 누릅니다.

4.   프린터와 호환되는 서비스를 누른 다음 설치를 누릅니다. 호환되는 서비스를 찾으려면 무선 프린터의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합니다.

5.    를 두 번 누릅니다.

6.   방금 설치한 프린터 서비스를 누릅니다. 해당 서비스가 목록에 없는 경우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민 다음 새로 
설치된 프린터 서비스 알림을 누릅니다.

7.   해당 서비스의 스위치를 켠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프린터가 자동으로 검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38

사용자 가이드

프린터 추가

대부분의 경우 프린터 서비스 설치 후 단말기가 자동으로 프린터를 찾습니다. 단말기가 프린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프린터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인쇄를 누릅니다.

3.   사용하려는 프린터의 프린터 서비스를 누릅니다. 프린트 서비스가 꺼져 있으면 켭니다.

4.   프린터 추가를 누릅니다.

5.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Google Cloud Print™를 사용하여 인쇄
Google Cloud Print™를 사용하여 단말기에서 Cloud Ready 프린터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Cloud Ready가 아닌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컴퓨터에 Google Chrome™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Google™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인쇄 중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Google Cloud Print™ 설정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upport.google.com/cloudprint/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https://support.google.com/cloud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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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단말기 설정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설정을 누릅니다. 더 많은 설정을 보려면  을 누릅니다.

팁: 설정을 빠르게 찾고 싶다면  을 누른 다음 찾으려는 설정을 입력합니다.

빠른 설정 메뉴 사용자 지정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편집을 누릅니다.

3.   설정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한 다음 손가락을 뗍니다.

4.   기본 빠른 설정을 사용하려면  > 초기화를 누릅니다.

알림

알림 관리
알림을 통해 새 메시지, 캘린더 일정, 앱 업데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으면 화면 왼쪽 상단 구석에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최신 알림 확인 및 열기

1.   한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2.   필요한 경우 아래로 당겨 더 많은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알림을 눌러서 엽니다.

알림 차단 또는 우선 순위 지정

1.   한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2.   알림을 길게 누릅니다.

3.   무음으로 알림 표시, 모든 알림 차단, 무음/차단 금지 스위치를 켭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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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해제

1.   한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2.   알림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밉니다.

참고: 모든 알림을 한 번에 해제하려면 모두 지우기를 누릅니다.

알림 볼륨 변경
알림, 미디어 및 알람의 볼륨 슬라이더에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음량 조절 키’를 누르고  를 누릅니다. 또한 단말기 
설정 화면에서 볼륨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운드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벨소리 볼륨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벨소리와 알림음을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을 별도로 
제어하고 싶다면 Google Play™ 스토어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검색해보세요.

알림음 변경
참고: 특정 앱에 대해 알림음 및 진동 설정을 변경하려면 앱 내의 설정 화면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 이메일 
알림음을 끄려면 BlackBerry Hub를 실행하고 설정 화면을 연 다음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알림 설정을 
변경합니다.

기본 알림음 변경

기본 알림음은 기본음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앱에만 적용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운드 > 기본 알림 벨소리를 누릅니다.

3.   알림음을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 잠금이나 다이얼 패드와 같은 기능의 사운드를 켜거나 끄려면 기타 사운드를 누릅니다. 원하는 스위치를 켜거나 
끕니다.

사용자 지정 알림음 추가

참고: Android for Work를 사용하는 단말기라면 업무용 공간에 속한 앱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정 알림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원하는 .mp3 파일을 단말기 내부 저장 공간의 알림 폴더에 저장합니다.

2.   앱의 설정에서 알림음을 설정하거나 기본 알림음을 변경할 때 해당 .mp3 파일명을 누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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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서 음소거

이 기능을 켜면 전화가 왔을 때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단말기를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평평한 표면에 
놓으면 벨소리가 무음이 되거나 진동이 울리지 않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운드를 누릅니다.

3.   이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뒤집어서 음소거 스위치를 누릅니다.

모든 사운드 및 알림 끄기
방해 금지를 사용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중요한 미팅에 참석 중인 경우 등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단말기를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알람 등의 특정 알림만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 금지 켜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를 누릅니다.

3.   전체 무음, 알람만 수신 또는 중요 알림만 수신을 누릅니다.

4.   방해 금지 지속 시간을 변경하려면 + 또는 -를 누르거나 이 기능을 끌 때까지를 누릅니다.

5.   완료를 누릅니다.

팁: 볼륨이 완전히 낮춰질 때까지 음량 낮춤 키를 눌러서 알람만 수신 모드를 빠르게 켠 다음 해당 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일부 사운드 및 알림을 켜짐 상태로 유지

중요 알림만 수신 모드를 사용하여 가장 중요한 알림만 수신하고 그 외 모든 것은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중요 알림만 수신 > 설정 더 보기 > 중요 알림만 허용을 누릅니다.

3.   알림을 계속 허용할 알림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화를 제외한 모든 사운드 및 알림 끄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중요 알림만 수신 > 설정 더 보기 > 중요 알림만 허용을 누릅니다.

3.   미리 알림 및 이벤트 스위치를 끕니다.

4.   메시지 > 없음을 누릅니다.

5.   통화 > 모든 발신자를 누릅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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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에 방해 금지 자동으로 켜기

규칙적인 시간에 또는 캘린더에 있는 특정 유형의 모든 이벤트 중에 방해 금지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운드 > 방해 금지 > 자동 규칙을 누릅니다.

3.   기존 규칙 중 하나를 누르거나 새 규칙을 추가합니다.

4.   필요한 경우 규칙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5.   필요한 경우 화면 상단의 스위치를 눌러서 규칙을 켭니다.

앱 알림 사용자 지정
특정 앱의 알림음 및 진동 설정을 변경하려면 앱 내의 설정 화면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 이메일 알림음을 
끄려면 BlackBerry Hub를 실행하고 설정 화면을 연 다음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알림 설정을 변경합니다.

시스템 수준의 개별 앱 알림 설정을 변경하려면 아래의 단계에 따릅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알림을 누릅니다.

3.   알림 표시등이 깜박이게 하려면  을 누른 후 알림 표시등 깜박임을 켭니다.

4.   앱을 누릅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앱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려면 모두 차단 스위치를 켭니다.

• 현재 화면에서 사운드나 진동 없이 앱 알림을 보려면 무음으로 표시 스위치를 켭니다.

• 방해 금지가 중요 알림만 수신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앱에서 알림을 받으려면 방해 금지 무시 스위치를 켭니다.

잠금 화면에서의 알림 표시 방법 변경
설정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단말기가 잠겨 있을 때 보고 싶은 알림만 화면에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잠금 화면에 대해 선택한 설정이 개별 앱 알림 설정을 대체합니다.

화면 잠금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잠금 설정 또는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알림 >  > 잠금 화면 알림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잠금 화면에 알림이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모든 알림 표시 안 함을 누릅니다.

• 수신 이메일 메시지 및 채팅을 비롯한 모든 알림을 잠금 화면에서 확인하려면 모든 알림 내용 표시를 누릅니다.

• 알림은 수신하지만 해당 내용(예: 이메일 발신자 또는 다운로드한 노래의 제목)은 숨기려면 민감한 알림 내용 
숨기기를 누릅니다 (비밀번호 등의 잠금 화면 옵션이 설정되어 있어야 이 옵션이 표시됩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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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화면에 소유자 정보 추가
화면이 잠겨 있을 때 단말기에 표시할 사용자 이름, 개인 메시지 또는 기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화면 잠금 >  > 잠금 화면 메시지를 누릅니다.

3.   잠금 화면에 표시할 사용자 이름 또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BlackBerry Productivity Tab
BlackBerry Productivity Tab을 사용하면 예정된 일정, 새 메시지, 작업 및 연락처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은 모든 단말기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탭은 켜져 있으며, 단말기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탭을 끄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디스플레이를 누른 후 Productivity 
tab 스위치를 끕니다.

생산성 정보 확인 및 앱 열기

1.   탭을 화면 중앙으로 밉니다.

2.   캘린더 또는 연락처와 같은 앱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항목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알림을 누릅니다.

• 알림과 연결된 탭을 열려면 더 보기 또는 열기를 누릅니다. 탭을 다시 밀면 앱에서 BlackBerry Productivity 
Tab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탭을 닫으려면 화면의 가장자리로 밉니다.

BlackBerry Productivity Tab을 사용하여 항목 만들기

캘린더나 이메일 앱을 열지 않고도 BlackBerry Productivity Tab에서 바로 캘린더 일정 또는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탭을 화면 중앙으로 밉니다.

2.   앱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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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일정, 작업 또는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를 누릅니다.

• 이메일을 작성하려면  을 누릅니다.

BlackBerry Productivity Tab 설정 사용자 지정

필요에 맞게 BlackBerry Productivity Tab을 적절히 조절하고 유용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탭을 화면 중앙으로 밉니다.

2.    을 누른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화면에서 탭을 제거하려면 제거를 누릅니다. 탭을 켜려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Productivity tab 스위치를 
켭니다.

• 탭을 단말기 화면의 다른 쪽에 배치하려면 왼쪽 가장자리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누릅니다.

• 탭의 길이를 변경하려면 손가락으로 높이 슬라이더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밉니다.

• 탭의 투명도를 조정하려면 손가락으로 투명도 슬라이더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밉니다.

팁: 기본적으로 탭은 화면 측면 중앙에 위치하지만, 화면 가장자리를 따라 위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탭을 길게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손가락을 떼서 탭을 배치합니다.

저장 공간 및 미디어 카드

파일 및 폴더 관리

파일 또는 폴더 검색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내부 공유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4.   탐색을 누릅니다.

5.    을 누릅니다.

6.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 키보드에서  을 누릅니다.

파일 또는 폴더 공유, 복사, 삭제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내부 공유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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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색을 누릅니다.

5.   파일이나 폴더를 길게 누릅니다.

6.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을 공유하려면  을 누른 다음 파일 공유 방법을 선택합니다.

• 파일 또는 폴더를 복사하려면  > 복사…를 누른 다음 파일을 복사할 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복사를 
누릅니다.

• 파일 또는 폴더를 삭제하려면  을 누릅니다

팁: 여러 개의 파일 또는 폴더를 선택하려면 파일이나 폴더 하나를 길게 누른 다음 추가할 각 파일이나 폴더를 
누릅니다.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이나 화면의 모든 폴더를 선택하려면 파일 또는 폴더 하나를 길게 누른 다음  > 
모두 선택을 누릅니다.

파일 또는 폴더 정렬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내부 공유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4.   탐색을 누릅니다.

5.    을 누른 다음 이름순, 수정된 날짜순 또는 크기순을 누릅니다.

팁: 파일 및 폴더의 표시 방식을 변경하려면   또는  를 누릅니다. 

미디어 카드 사용
단말기에 마이크로SD 카드를 삽입하면 벨소리,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을 위한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카드를 사용하면 단말기의 저장 공간을 최대 2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카드를 
사용해서 단말기의 성능과 전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단말기의 데이터를 미디어 카드 전송을 지원하는 
다른 단말기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32GB보다 큰 용량의 미디어 카드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exFAT Technology for BlackBerry를 다운로드 받아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말기에 미디어 카드를 삽입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 
알림을 눌러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Class 10 이상의 카드는 초고해상도(Ultra HD)로 동영상을 녹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디어 카드 삽입을 참조하십시오.

미디어 카드에서 데이터 삭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카드를 포맷하여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에 
따라 포맷 절차를 완료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 미디어 카드 포맷 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1.   단말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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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4.   미디어 카드를 누릅니다.

5.    > 저장 공간 설정 > 포맷을 누릅니다.

미디어 카드 제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말기를 끕니다.

•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미디어 카드를 누릅니다.  > 저장 공간 설정 > 꺼내기를 누릅니다.

•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를 눌러서 미디어 카드를 꺼냅니다.

2.    트레이 분리 핀(상자에 동봉됨)의 끝을 단말기의 오른쪽 구멍에 밀어 넣어 트레이를 분리합니다 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트레이 분리 핀이 없는 경우 종이 클립을 사용해도 됩니다.

3.   트레이를 잡아 당겨서 완전히 꺼낸 다음 미디어 카드를 제거합니다.

4.   트레이를 다시 슬롯으로 밀어 넣습니다.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 확인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내부 공유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4.   목록에 표시된 각 항목의 세부정보를 보려면 해당 항목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앱을 보려면 앱을 누릅니다.

저장 공간 확보

단말기의 내부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거나 거의 가득 찬 경우 단말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고 캐시된 데이터를 지워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단말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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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내부 공유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앱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려면 앱을 누른 다음 해당 앱을 누릅니다. 비활성화 또는 삭제를 
누릅니다.

•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려면 카테고리 또는 탐색을 누릅니다. 파일로 이동합니다. 해당 파일을 길게 누릅니다. 
추가적으로 삭제하려는 파일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 캐시를 지워서 단말기의 임시 파일을 삭제하려면 캐시된 데이터 > 확인을 누릅니다.

USB 연결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단말기 간 파일 
전송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단말기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밀고 파일 전송 모드용 USB 알림을 누릅니다.

3.   파일 전송 또는 사진 전송(PTP)을 누릅니다.

4.    필요한 경우 컴퓨터에서 단말기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단말기 및 미디어 카드가 컴퓨터에 드라이브로 
표시됩니다.

5.   복사하려는 파일 또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6.   파일 또는 폴더를 원하는 폴더로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7.    필요한 경우 단말기 연결 해제에 앞서 컴퓨터에서 단말기의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합니다. 꺼내기를 
클릭합니다.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 변경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충전 모드로 연결되며, 사용 중인 모드를 알려주는 알림이 
알림 트레이에 표시됩니다. 연결 모드를 변경하려면 단말기가 컴퓨터에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2.    USB 연결 알림을 누릅니다.

3.    옵션을 선택합니다.

연결

무선 연결 아이콘
현재 단말기의 무선 서비스 감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홈 스크린 상단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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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단색의 양은 모바일 신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신호가 약한 경우 
단말기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바일 네트워크 
요금제에 따른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표시된 네트워크 유형에 연결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기능이 
제한됩니다. 전화는 걸 수 있지만 인터넷에 액세스하거나 이메일 
메시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긴급 통화만 가능합니다.

단말기 로밍 중입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색의 양은 Wi-Fi 신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신호가 약한 경우 
단말기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인터넷 연결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단말기가 대신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단말기의 Wi-Fi가 꺼져 있습니다.

단말기가 VPN에 연결되었습니다.

단말기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꺼져 있습니다. Wi-Fi 또는 Bluetooth 기술을 켤 수 있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은 켤 수 없습니다.

단말기에 SIM 카드가 없습니다.

단말기가 모바일 핫스팟 모드, 인터넷 테더링, Bluetooth 기술, USB 케이블 또는 NFC를 사용하여 다른 장치에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을 시도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홈 스크린 상단에 표시됩니다.

아이콘 설명

모바일 핫스팟 모드가 켜져 있습니다. 

Bluetooth 기술이 켜져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상자 안에 있다면 
단말기가 Bluetooth 테터링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에 연결된 것입니다. 

단말기가 USB 케이블로 다른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상자 안에 있다면 단말기가 USB 테터링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에 
연결된 것입니다.

NFC가 켜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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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모드 켜기
비행기 모드를 켜면 단말기의 모든 연결이 끊어집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를 누릅니다.

3.    비행기 모드 스위치를 켭니다.

비행기 모드를 켠 후 Wi-Fi 또는 Bluetooth 기술과 같은 특정 연결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비행기에서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단말기에서 전화를 걸고,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인터넷 브라우징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말기가 로밍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선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단말기의 로밍 가능 여부 또는 로밍 요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행 또는 출장 전에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하십시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비행기 모드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단말기에 SIM 카드를 삽입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의 모바일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단말기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말기에 SIM 카드를 삽입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3.     > 더 보기 > 이동통신망 > 네트워크 운영자를 누릅니다.

4.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을 끊으려면 비행기 모드를 켜십시오.

기본 네트워크 유형 설정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이동통신망 > 기본 네트워크 유형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네트워크 유형을 누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전환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거나 네트워크 신호가 약한 경우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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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더 보기 > 이동통신망 > 네트워크 운영자를 누릅니다.

3.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의 데이터 서비스 끄기

데이터 서비스를 끄려면 단말기에 SIM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끄면 단말기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여러 기능 및 앱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데이터 사용을 누릅니다.

3.    셀룰러 데이터 스위치를 끕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켜려면 셀룰러 데이터 스위치를 켭니다.

로밍 중 데이터 서비스 끄기

무선 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전화와 기본 문자 메시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데이터 서비스(이메일 
메시지, PIN 메시지, 첨부 파일 포함 문자 메시지 및 브라우저 서비스)를 끌 수 있습니다. 로밍 중 데이터 서비스를 
끄면 추가 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이동통신망을 누릅니다.

3.    로밍 중 데이터 서비스를 누릅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데이터 서비스를 끄려면 끄기를 누릅니다.

• 로밍 중 데이터 서비스 사용 전에 확인 메시지를 받으려면 확인 메시지를 누릅니다.

로밍 중 데이터 서비스를 켜려면 켜기를 누릅니다.

기본 인터넷 연결의 APN 설정 변경
단말기는 액세스 지점 이름(APN) 설정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연결을 엽니다. 
무선 서비스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기본 설정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APN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APN 설정을 변경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이동통신망 > 액세스 지점 이름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APN을 만들려면  를 누릅니다.

• 기존 APN을 변경하려면 APN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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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드에 항목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5.    > 저장을 누릅니다.

기본 APN 설정을 재설정하려면  >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를 누릅니다.

무선 서비스 요금제 변경

무선 서비스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단말기에 SIM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단말기에서 무선 서비스 요금제 세부정보를 변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모바일 요금제를 누릅니다.

3.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문제해결: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 비행기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더 보기를 누릅니다. 비행기 모드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환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 단말기에 SIM 카드를 올바르게 삽입했는지 확인합니다. SIM 카드 삽입을 참조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단말기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 네트워크와 달리 Wi-Fi 사용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Wi-Fi 네트워크 연결 시 해당 네트워크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됩니다. 다음부터는 단말기가 저장된 Wi-Fi 네트워크 
범위 내에 있고 Wi-Fi가 켜져 있으면 단말기가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단말기를 모바일 네트워크와 Wi-Fi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앱 다운로드와 같은 기본 
데이터 기능 사용 시, 기본적으로 단말기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에 앞서 이전에 저장된 Wi-Fi 네트워크에 먼저 
연결을 시도합니다. Wi-Fi를 켜두면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에 연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Wi-Fi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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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Wi-Fi 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연결을 누릅니다.

• 업무 중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연결을 누릅니다.

•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로그인 알림을 누르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 현재 상태로 이 네트워크 사용을 누릅니다.

수동으로 Wi-Fi 네트워크 추가

단말기가 저장된 Wi-Fi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Wi-Fi 네트워크 연결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Wi-Fi 네트워크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Wi-Fi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네트워크 추가를 누릅니다.

5.    네트워크 이름 필드에 네트워크 SSID를 입력합니다.

6.    보안 드롭다운 목록에서 네트워크의 보안 유형을 누릅니다.

7.    필요한 경우 고급 옵션을 누르고 추가 정보를 지정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프록시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 연결

프록시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설정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Wi-Fi 네트워크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Wi-Fi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네트워크를 길게 누릅니다.

5.    네트워크 수정을 누릅니다.

6.   고급 옵션을 누릅니다. 이 옵션을 보려면 손가락을 위로 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프록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프록시를 설정하려면 수동을 누른 다음 프록시 설정을 입력합니다.

• 프록시가 네트워크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프록시 자동 구성을 누른 다음 프록시 설정을 확인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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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Wi-Fi 네트워크 삭제

단말기가 Wi-Fi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되는 정보를 삭제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Wi-Fi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네트워크를 누른 다음 네트워크 삭제를 누릅니다.

Wi-Fi 연결을 위한 고정 IP 주소 설정

IP 설정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Wi-Fi 네트워크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말기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단말기는 해당 연결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다 변경되지 않는 고정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Wi-Fi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네트워크를 길게 누릅니다.

5.   네트워크 수정을 누릅니다.

6.   고급 옵션을 누릅니다. 이 옵션을 보려면 손가락을 위로 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IP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고정을 누릅니다.

8.   IP 주소 필드를 변경합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Wi-Fi 연결 고급 설정 변경

Wi-Fi 연결 고급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가 절전 모드 상태일 때 Wi-Fi 연결의 활성 상태 유지 
여부를 설정하고 Wi-Fi 주파수 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의 미디어 액세스 제어(MAC) 주소 및 IP 
주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Wi-Fi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을 누르거나  > 고급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54

사용자 가이드

고급 Wi-Fi 연결 설정

설정 설명

저장된 네트워크 눌러서 주파수 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역을 5GHz로 설정하면 
단말기가 5-GHz 대역의 액세스 포인트에만 연결됩니다. 2.4GHz로 
설정하면 단말기가 2.4-GHz 대역의 액세스 포인트에만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설정하면 단말기가 신호 강도가 더 높은 대역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네트워크 알림 이 스위치를 켜면 단말기가 공용 Wi-Fi 네트워크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 중 Wi-Fi 연결 유지 이 옵션을 누르면 단말기가 절전 모드 상태일 때 단말기의 Wi-Fi 
네트워크 연결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절전 모드일 때 Wi-Fi 연결을 끊으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설치 이 옵션을 누르면 단말기가 VPN 또는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단말기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가 설치됩니다.

Wi-Fi 다이렉트 이 옵션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Wi-Fi 다이렉트 호환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WPS 푸시 버튼 이 옵션을 누르면 Wi-Fi Protected 설정 
기능이 켜집니다.

WPS Pin 입력 이 옵션을 누르면 Wi-Fi Protected 설정 기능의 PIN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Wi-Fi 연결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

먼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Wi-Fi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Wi-Fi를 누릅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끕니다. 비행기 모드 켜기를 참조하십시오.

• Wi-Fi 네트워크 비밀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단말기를 껐다가 다시 켭니다.

• Wi-Fi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되는 정보를 삭제한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저장된 Wi-Fi 네트워크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 모바일 핫스팟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핫스팟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단말기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더 보기 >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을 누릅니다. 모바일 핫스팟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모뎀 또는 라우터의 플러그를 15초 간 뽑았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Wi-Fi 네트워크에 단말기를 연결합니다. 다른 Wi-Fi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기존 위치에 있는 Wi-Fi 네트워크에 국한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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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고급 문제 해결 옵션을 시도해 보십시오.

• 다른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Wi-Fi를 누릅니다. Wi-Fi 네트워크를 길게 누른 다음 네트워크 수정을 누릅니다.

• 단말기 시간이 올바르며 네트워크 시간과 동기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다르면 단말기를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단말기에 저장된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증서에 만료 날짜가 
설정되어 있음).

• 업무용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해 특정 무선 액세스 지점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래도 연결할 수 없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Bluetooth 기술
Bluetooth 무선 기술을 통해 단말기와 다른 Bluetooth 지원 장치 간에 직접 연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luetooth 연결을 사용해서 별도의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고, 헤드셋으로 전화를 걸고, 파일을 공유하거나 
Android Wear™ 또는 차량용 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지원 장치에 연결하기 전에 단말기에서 Bluetooth 기술을 켜고 두 장치를 페어링해야 합니다. 몇몇 
페어링된 장치(예: 차량용 키트)는 보통 단말기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Bluetooth 기술 켜기

Bluetooth 기술을 켜면 단말기가 수신 대기 상태가 되며 주변의 다른 Bluetooth 지원 장치에서 단말기를 볼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Bluetooth를 누릅니다.

3.   스위치를 켭니다.

Bluetooth 기술을 끄려면 스위치를 끕니다.

단말기를 Bluetooth 지원 장치에 페어링하고 연결

연결할 장치의 Bluetooth 기술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Bluetooth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장치를 페어링하려면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서 장치 이름을 누르고 화면의 지침에 따릅니다. 페어링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0000 또는 1234를 입력하거나 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5.    단말기와 장치를 연결하려면 페어링된 장치 목록에서 장치 이름을 누릅니다. 이제 단말기로 Bluetooth 연결을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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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연결을 위한 단말기 이름 변경

Bluetooth 기술을 켜면 근처의 다른 Bluetooth 지원 장치에서 사용자의 단말기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Bluetooth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 단말기 이름 변경을 누릅니다.

5.    새로운 단말기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이름 변경을 누릅니다.

페어링된 Bluetooth 지원 장치 설정 변경

일부 Bluetooth 지원 장치는 하나 이상의 Bluetooth 기능을 지원합니다. 페어링된 Bluetooth 지원 장치의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에 표시되는 페어링된 장치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Bluetooth를 누릅니다.

3.    변경하려는 장치 옆의  을 누릅니다.

4.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페어링된 Bluetooth 지원 장치 삭제

Bluetooth 지원 장치에 더 이상 연결하고 싶지 않은 경우 페어링된 장치 목록에서 해당 장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Bluetooth를 누릅니다.

3.    연결을 끊으려는 장치 옆의  을 누릅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Bluetooth를 통해 받은 파일 목록 보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Bluetooth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켭니다.

4.     > 받은 파일 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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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Bluetooth 프로필

구매하신 단말기는 Bluetooth Smart Ready 단말기로 다음과 같은 프로필을 지원합니다.

프로필 설명

고급 오디오 배포 프로필(A2D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에서 오디오 파일을 스테레오 오디오를 
지원하는 Bluetooth 지원 장치(예: 스테레오 헤드셋, 스피커, 차량용 
키트)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비디오 원격 제어 프로필(AVRC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Bluetooth 지원 장치(예: 헤드셋)의 버튼으로 
단말기의 볼륨 조정이나 다음/이전 미디어 파일 재생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Bluetooth 지원 장치에서 노래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단말기 식별 프로필(DID)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Bluetooth 지원 장치가 사용자의 단말기 모델 
관련 정보에 액세스하여 자동으로 필요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는 
기능과 같은 플러그앤플레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프로필(HF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를 Bluetooth 지원 헤드셋 및 차량용 
키트에 연결하여 핸즈프리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광대역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헤드셋 프로필(HS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를 Bluetooth 지원 헤드셋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프로필(HID)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를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Bluetooth 
지원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Gatt을 통한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HOG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를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Bluetooth 
Smart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액세스 프로필(MA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차량용 키트에서 단말기의 문자 메시지(SMS 
및 MMS)에 액세스하여 문자 메시지를 검색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키트로 지원 되는 경우 차에서 문자 메시지를 삭제, 작성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객체 푸시 프로필(OP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에서 Bluetooth 지원 장치로 파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역 네트워크 프로필(PAN)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가 Bluetooth 지원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때 단말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를 네트워크 연결을 공유 중인 다른 단말기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액세스 프로필(PBA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Bluetooth 지원 차량용 키트에서 단말기의 
연락처 정보 및 최근 통화 기록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사용하면 전화 수신 시 차량용 키트에 연락처 이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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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설명

직렬 포트 프로필(SP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직렬 포트 프로필을 
지원하는다른 Bluetooth 지원 장치에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격 SIM 액세스 프로필(rSAP) 이 프로필을 사용하면 Bluetooth 지원 장치(예: 차량용 키트)
에서단말기의 SIM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Bluetooth 연결

단말기를 Bluetooth 지원 장치와 페어링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의 단말기 및 연결하려는 장치에 Bluetooth 기술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처에 있는 Bluetooth 지원 장치를 다시 스캔하려면 Bluetooth 화면에서  >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 Bluetooth 지원 장치에 필요한 암호 키를 모르는 경우 0000 또는 1234를 입력해보거나 Bluetooth 지원 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Bluetooth 지원 장치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장치를 전원에 연결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 단말기를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가 Bluetooth 지원 장치와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지원 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모바일 핫스팟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연결하려는 지원 장치가 핸즈프리, 직렬 포트 또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 
프로필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Bluetooth 지원 차량용 키트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차량용 키트가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용 키트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차량용 키트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단말기를 차량 내 다른 위치에 두거나 단말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말기의 안테나와 차량용 키트의 Bluetooth 
안테나 간 상대적 위치에 따라 Bluetooth 연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NFC
NFC는 다른 NFC 지원 단말기나 NFC 태그와 콘텐츠 및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 가능한 단거리 무선 기술입니다. 
일부 NFC 앱은 신용카드, 대중교통 카드 또는 출입 배지와 같은 실제 카드와 시뮬레이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FC
를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 NFC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친구와 사진 공유.

• Smart Lock 기능을 사용하여 단말기 잠금 해제.

• 포스터에서 쿠폰 수집.

• 친구에게 웹 페이지 전송.

• 거래처와 명함 교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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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를 사용하여 콘텐츠 공유

다른 단말기와 콘텐츠를 공유하려면 두 단말기 모두 잠금이 해제되어 있고 NFC를 지원해야 합니다. 일부 앱은 NFC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단말기에서 웹페이지, YouTube 동영상 또는 연락처 등 공유하려는 콘텐츠가 표시된 화면을 엽니다.

2.   단말기의 뒷면을 다른 NFC 기술 지원 단말기의 뒷면 또는 NFC 태그에 가져다 댑니다.

3.    파일을 전송하려면 단말기 화면을 터치합니다(필요한 경우). 단말기가 연결되면 소리가 나거나 단말기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 Android™ Beam 기능을 사용해보십시오. 공유하려는 콘텐츠가 표시된 화면을 
엽니다.  > 공유 > Android Beam을 누릅니다.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NFC 설정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NFC를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NFC 스위치를 켭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 전송 수락에 관한 확인 메시지를 받으려면 수신 전에 확인 메시지 표시 스위치를 켭니다.

• Android™ Beam 기능을 끄려면 Android Beam 켜기 스위치를 끕니다.

NFC를 끄려면 NFC 스위치를 끕니다.

탭앤페이 정보

NFC가 켜져 있는 경우 단말기의 뒷면을 NFC 결제 터미널에 대면 구매 항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 하나 이상의 결제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결제를 위해 누르면 기본으로 설정된 앱으로 결제됩니다. 
기본으로 사용되는 앱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에 다른 결제 앱을 사용하려면 탭앤페이 기능을 설정하여 
포그라운드에 열려 있는 결제 앱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앤페이 결제 설정 변경

NFC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탭앤페이를 누릅니다.

3.   기본 앱을 변경하려면 기본 결제 앱을 누릅니다. 앱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4.   일부 거래에 다른 결제 앱을 사용하려면 기본값 사용 > 다른 결제 앱이 열려 있는 경우 제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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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 모드

인터넷 테더링

인터넷 테더링을 사용하면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다른 장치와 단말기의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른 단말기를 자신의 BlackBerry 단말기에 연결하거나, 두 단말기 모두 Bluetooth
를 지원하는 경우 Bluetooth 기술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테더링 사용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단말기가 무선 액세스 지점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Wi-Fi 지원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단말기를 배터리 충전기에 꽂고 전원에 
연결하십시오.

모바일 핫스팟 기능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추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테더링을 사용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공유

단말기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다른 장치와 인터넷 연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케이블 또는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테더링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알맞은 케이블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다른 장치에 연결한 다음 USB 테더링 스위치를 켭니다.

• Bluetooth 테더링 스위치를 켠 다음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다른 장치에 연결합니다.

인터넷 연결 공유를 중지하려면 USB 테더링 또는 Bluetooth 테더링 스위치를 끕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사용하여 인터넷 연결 공유

모바일 핫스팟을 켜기 전에 단말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할 때 모바일 핫스팟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모바일 
핫스팟에 연결하려는 다른 장치 사용자가 연결하려면 해당 모바일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을 누릅니다.

3.    모바일 핫스팟 스위치를 켭니다.

4.    설정을 변경하려면 모바일 핫스팟 설정을 누릅니다. 원하는 항목을 변경한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인터넷 연결 공유를 중지하려면 모바일 핫스팟 스위치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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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핫스팟에 연결된 단말기 목록 보기

모바일 핫스팟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 > 연결된 장치를 누릅니다.

문제해결: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

인터넷 테더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단말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서비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데이터 사용을 누릅니다. 셀룰러 데이터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한 무선 서비스 요금제가 인터넷 테더링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한 무선 서비스 요금제가 로밍 중 인터넷 테더링을 지원하는 경우 데이터 로밍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더 보기 > 이동통신망을 
누릅니다. 로밍 중 데이터 서비스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확인 메시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용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인터넷 테더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단말기를 모바일 핫스팟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한 무선 서비스 요금제가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말기 모바일 핫스팟이 작동되도록 하려면 무선 서비스 요금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가 로밍 중 모바일 핫스팟 기능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서비스 
요금제를 확인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업무용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모바일 핫스팟 기능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한 경우, 해당 모바일 핫스팟에 연결하려는 장치에서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를 찾으려면 BlackBerry 단말기의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더 보기 >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을 누른 다음 모바일 핫스팟 설정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표시 확인란을 누릅니다.

VPN
단말기를 가상 사설망(VPN)에 연결하면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사설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N 연결을 사용하면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볼 때에도 단말기를 회사의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VPN에 연결하면 사설망용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정책에 의해 사용자의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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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에 연결하려면 먼저 VPN 프로필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말기 소유자만 단말기에 VPN 프로필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 VPN 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VPN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VPN 프로필 추가

VPN 프로필을 추가하려면 먼저 단말기의 화면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VPN >  를 누릅니다.

3.    화면의 필드를 모두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모르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저장을 누릅니다.

VPN에 연결

단말기에 가상 사설망(VPN) 프로필을 추가해야 VP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VPN을 누릅니다.

3.    VPN 프로필을 누릅니다.

4.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정 정보 저장 확인란을 누르면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5.    연결을 누릅니다.

VPN 연결을 끊으려면 VPN 화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VPN 프로필을 누릅니다. 연결 끊기를 누릅니다.

VPN 자동 연결

VPN에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VPN이 연결 유지 모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VPN을 누릅니다.

3.     > 연결 유지 VPN을 누릅니다.

4.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연결 유지 모드를 끄려면 VPN 화면에서  > 연결 유지 VPN > 선택 안 함 > 확인을 누릅니다.

VPN 프로필 변경 또는 삭제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더 보기 > VPN을 누릅니다.

3.    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VPN 프로필 옆의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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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정보를 변경한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 삭제를 누릅니다.

긴급 방송 메시지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 및 무선 네트워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잠재 위험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SMS 
또는 MMS)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천후 경보, 실종 아동 알림 또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업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긴급 방송 메시지 설정 변경

지역에 따라 일부 설정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운드 > 긴급 방송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긴급 방송 메시지 알림을 받으려면 경고 알림을 누른 다음 알림을 받기 원하는 빈도를 누릅니다.

• 긴급 방송 메시지를 받을 때 단말기의 진동이 울리지 않게 하려면 진동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끄려면 경고 메시지를 음성 언어로 표시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 긴급 방송 메시지 수신을 중지하려면 극단적인 위협 표시, 심각한 위협 표시 및 황색 경보 표시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데이터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이란 단말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한 데이터의 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단말기를 공유한 경우 단말기 소유자, 게스트 및 단말기의 모든 사용자 프로필이 사용한 데이터 양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소유자만 데이터 사용량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서비스 요금제를 확인하십시오.

무선 데이터 사용량 모니터링

무선 네트워크 유형, 기간, 앱별 또는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데이터 사용을 누릅니다.

3.   Wi-Fi 사용량을 보려면 Wi fi 데이터 사용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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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현재 데이터 사용 주기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려면 기간 옆의 값을 확인합니다.

• 앱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려면 앱 이름 옆의 값을 확인합니다.

• 단말기에 설정된 각 사용자 프로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려면 사용자 프로필을 누릅니다.

• 다른 기간 동안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려면 현재 기간 옆의  를 누른 후 날짜를 누릅니다.

팁: 일부 앱을 닫아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알림 시점 변경

무선 서비스 요금제에 데이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데이터 사용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셀룰러 데이터 스위치를 켭니다.

4.    셀룰러 데이터 사용량을 보려면 셀룰러 데이터 사용량을 누릅니다.

데이터 사용량 한도 설정

단말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사용량 한도에 도달하면 데이터 서비스가 꺼지고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이터 서비스가 꺼지면 단말기의 앱 
및 서비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데이터 사용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셀룰러 데이터 스위치를 켭니다.

4.    청구 주기 > 데이터 한도 스위치를 켠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데이터 한도를 누른 후 한도를 입력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백그라운드 데이터 전송 중지

단말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량을 줄이려면, 앱 또는 서비스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을 때 앱 또는 서비스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제한할 경우 
단말기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앱 또는 서비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데이터 사용을 누릅니다.

3.    데이터 세이버를 누른 후 스위치를 켭니다.

일부 Wi-Fi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중지

앱 및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단말기가 특정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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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데이터 사용 > 네트워크 제한을 누릅니다.

3.    네트워크 이름을 누릅니다.

문제해결: 단말기 온도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 중 일부는 단말기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 Wi-Fi,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 모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등의 지속적인 무선 데이터 전송

• 오랜 통화, 게임 플레이, 인터넷 서핑, 또는 기타 복합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단말기 온도 상승은 CPU가 과도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위에 언급된 동작을 
중단하면 단말기가 정상 온도로 되돌아갑니다.

배터리 및 전원

배터리 잔량 및 사용 정보 확인
어떤 앱과 기능이 가장 배터리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남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배터리를 누릅니다.

단말기 충전
주의: 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충전 액세서리나, 구매하신 단말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BlackBerry의 승인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충전기는 적합한 전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단말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케이블을 단말기의 포트에 삽입합니다.

2.   충전기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배터리를 충전 상태로 유지

단말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빠른 충전을 위해 충전 중에는 단말기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 완전히 충전된 단말기는 충전기에 계속 꽂아두지 마십시오.

• 차량 대시보드와 같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에서 단말기를 충전, 사용, 보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잔량이 낮은 상태에서 단말기를 꺼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단말기를 장기간 보관하려면 
배터리를 일부만 충전한 다음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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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및 충전 아이콘

배터리 잔량 아이콘은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아이콘 설명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으며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세이버 모드가 켜져 있거나 알림 목록에서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5% 이하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너무 낮아지면 단말기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을 저장하고 단말기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엣지 표시기 정보
배터리 엣지 표시기를 켜면 화면 오른쪽 구석에 색상 막대로 표시됩니다. 단말기가 충전됨에 따라 막대가 늘어나고 
색상이 빨간색 - 노란색 - 녹색으로 차례로 변경됩니다.

단말기가 충전 중인 경우 표시기에 현재 배터리 잔량 비율이 표시되어 단말기가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이 어두워지거나 배터리 잔량이 100%에 도달하면 표시기가 자동으로 사라져서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는 경우 표시기가 8초 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배터리 엣지 표시기 끄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디스플레이를 누릅니다.

3.    화면 모서리에 배터리 상태 표시를 누른 다음 끄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수명 연장 방법
배터리 절약을 위해, 단말기는 사용 중이 아닐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 상태가 되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배터리 소모가 여전히 예상보다 빠른 경우 일부 단말기 설정을 변경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을 누르고 다음 중 원하는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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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연결 해제

단말기가 무선 연결 영역을 벗어난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Wi-Fi 연결을 해제하여 단말기가 무선 네트워크 
신호를 계속 검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말기 설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모든 연결을 해제하려면 더 보기를 누릅니다. 비행기 모드 스위치를 켭니다.

• Wi-Fi 연결만 끊으려면 Wi-Fi를 누릅니다. 스위치를 끕니다.

저장된 Wi-Fi 네트워크 삭제

1.   단말기 설정에서 Wi-Fi를 누릅니다.

2.   Wi-Fi 네트워크를 누른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단말기의 절전 모드 전환 시간 단축

1.   단말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누릅니다.

2.   절전을 누른 다음 15초 또는 30초를 누릅니다.

화면을 어둡게 설정

1.   단말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 밝기 수준을 누릅니다.

2.   슬라이더에서 슬라이더 핸들을 왼쪽으로 밉니다.

볼륨 낮추기

1.   단말기 설정에서 사운드를 누릅니다.

2.   미디어 볼륨, 알람 볼륨 또는 벨소리 볼륨 슬라이더에서 슬라이더 핸들을 왼쪽으로 밉니다.

키 입력 피드백 끄기

1.   단말기 설정에서 언어 및 입력 > 키보드 설정 > BlackBerry 키보드 설정 > 키 입력 피드백을 누릅니다

2.   진동 스위치 및 사운드 스위치를 끕니다.

배터리 세이버 사용

단말기의 배터리 잔량이 낮은 경우 배터리 세이버를 사용하여 진동, 위치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처럼 전력 소모가 
많은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특정 퍼센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배터리 세이버가 켜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터리 세이버가 켜져 있으면 동기화를 필요로 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과 메시징 서비스는 실행하기 전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단말기 설정에서 배터리 > 배터리 세이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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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치를 켭니다.

3.   배터리 잔량이 낮을 때 자동으로 배터리 세이버가 켜지도록 하려면 자동으로 사용을 누릅니다. 백분율을 누릅니다.

배터리 최적화 기능 사용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앱과 기능의 배터리 최적화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어느 앱의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꺼둔 
상태라면, 적어도 단말기를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당 기능을 다시 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   단말기 설정에서 배터리 >  > 배터리 최적화를 누릅니다.

2.    > 모든 앱을 누릅니다.

3.   앱을 누릅니다.

4.   최적화 옵션을 선택한 다음 완료를 누릅니다.

단말기 및 배터리 안전
BlackBerry가 특정 BlackBerry 단말기 모델과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한 배터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른 배터리를 
사용하면 단말기에 제공된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부적합한 배터리 유형으로 교체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체형 배터리를 교체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는 서비스담당자만 단말기를 수리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단말기 및 배터리 폐기

현지 규정에 따라 단말기 및 배터리를 재활용하십시오. 단말기 또는 배터리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단말기 또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단말기의 안전, 보증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기

잠시 시간을 내어 단말기의 라이선스 계약, 제한 보증, 안전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하십시오. 이러한 
문서는 단말기 설정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 약관, 배터리 및 기타 주요 안전 수칙 및 보증 범위에 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lackBerry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보려면 단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휴대전화 정보 > 법적 정보 > BlackBerry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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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배경화면 변경
좋아하는 사진을 단말기의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앱에서 사진을 누릅니다.

2.    > 다음으로 사용 > 배경화면을 누릅니다.

3.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펼칩니다.

4.   배경화면 설정을 누릅니다.

팁: 배경화면을 변경하려면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배경화면을 누릅니다.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려면 
이미지 선택을 누르고 사진을 누릅니다.

스크린샷 촬영
음량 낮춤 키와 전원 켜기/끄기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스크린샷은 사진 > 스크린샷 폴더에 저장됩니다.

화면 밝기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또는

3.    > 디스플레이 > 밝기 수준을 누른 후  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글꼴 크기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디스플레이 > 글꼴 크기를 누릅니다.

3.   사용하려는 문자 크기를 누릅니다.

표시 언어 변경
표시 언어란 단말기 초기 설정 시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를 말합니다. 홈 화면, BlackBerry Hub 및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가 이 언어로 표시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언어 및 입력 > 언어를 누릅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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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추가를 눌러서 선호 언어를 선택합니다.

4.    를 누른 후 목록 상단으로 밉니다.

화면 회전 켜기 또는 끄기
단말기를 돌릴 때 화면 회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또는  을 누릅니다.

참고: 회전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 접근성을 누르고 자동 화면 회전 스위치를 켭니다．

절전 모드 대기 시간 설정
단말기가 절전 모드 상태가 되기 전에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디스플레이 > 절전을 누릅니다.

3.   시간을 누릅니다.

화면 전송
Chromecast™ 또는 Wi-Fi CERTIFIED Miracast 장치를 사용하면 단말기의 화면을 TV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Chromecast™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앱에서 TV 쇼, 영화, 사진, 게임 및 웹사이트 등의 콘텐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hromecas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Wi-Fi CERTIFIED Miracas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디스플레이 > 전송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을 누르고 무선 디스플레이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화면을 공유할 대상 장치를 누릅니다.

팁: 화면을 공유할 대상 장치를 설정한 후  을 눌러 빠른 설정 메뉴에서 해당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송을 중지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을 
누른 다음 화면을 전송 중인 장치를 누르고 연결 해제를 누릅니다.

단말기를 플래시라이트로 사용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를 누릅니다.

플래시라이트를 켜려면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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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단축키 사용자 지정
단축키(단말기 오른쪽의 원형 키)를 누르면 단말기가 지정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락처로의 
단축 다이얼 통화, 앱 실행 또는 플래시라이트 켜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최초로 키에 동작을 지정하려면 단축키를 누릅니다.

• 동작을 변경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단축키를 누릅니다. 삭제를누릅니다.

2.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계정

계정 관리

계정 추가

Microsoft Exchange 또는 Yahoo! 이메일 계정 등의 계정을 단말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3.   추가하려는 계정 유형을 누릅니다.

4.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단말기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한 경우 BlackBerry Hub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BlackBerry 
Hub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려면 BlackBerry Hub에서  >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계정 설정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계정을 누릅니다.

3.   계정 유형을 누르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계정을 누릅니다.

4.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참고: 모든 계정 정보 동기화를 중지하려면(예: 배터리 절약을 위해) 계정 화면에서  을 누른 다음 자동 동기화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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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삭제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계정을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계정 유형을 누르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계정을 누릅니다.

4.    > 계정 삭제를 누릅니다.

접근성

단말기의 접근성 기능 정보
구매하신 단말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여러 가지 뛰어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접근성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확대 설정을 사용하면 확대 또는 축소를 통해 화면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Google™ TalkBack은 화면에 표시된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오디오 출력을 제공합니다.

• 액세스 전환을 사용하면 외부 스위치로 단말기 화면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BrailleBack을 사용하여 점자를 지원합니다.

• 글꼴 맞춤 설정을 이용하면 소형, 중형, 대형 또는 특대형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화면 판독기 기술로 원하는 텍스트 음성 변환(TTS)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Google Play™에서 대체 TTS 
엔진을 다운로드한 경우).

• Google Now™ 음성 도우미는 질문에 답변하고, 추천을 제공하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 음성 받아쓰기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받아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자막이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색상, 투명도 또는 글꼴 등을 조정하여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색상 전도 및 색상 보정과 같은 디스플레이 기능은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 길게 터치하기 시간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터치 응답 시간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타사 키보드가 지원됩니다.

• 비밀번호 말하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접근성 바로가기를 사용하여 접근성 설정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신타자기(TTY)를 지원하므로 TTY 기기에 연결하여 TTY 기기에서 발신 및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일부 BlackBerry 스마트폰 모델은 보청기와 호환됩니다.

• BlackBerry 키보드가 제공하는 문맥에 따른 자동 수정, 다음 단어 예측, 사용자가 입력한 방식을 이해하는 맞춤 
학습 기능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에 실제 키보드가 있는 경우 키보드 단축키 및 단축 다이얼로 특정 키에 작업과 전화번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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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를 사용하는 경우 터치 스크린 키보드 또는 촉각으로 키를 인식할 수 있는 슬라이드 아웃 키보드를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림음, 진동, 화면 경고 또는 LED 표시기를 사용하여 경고 및 알림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합 핸즈프리 스피커폰을 사용하거나 단말기를 핸즈프리 헤드셋 또는 Bluetooth 지원 헤드셋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설정 변경
Google™ TalkBack, 캡션, 길게 터치하기 시간 및 색상 전도 등의 접근성 설정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접근성을 누릅니다.

3.   접근성 옵션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보청기 모드 켜기
보청기 모드는 단말기와 텔레코일이 장착된 보청기의 호환성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BlackBerry 단말기 모델에 
따라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2.   설정 > 접근성을 누릅니다.

3.   보청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TTY 지원 켜기
TTY 지원은 수신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외부 TTY 장치에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lackBerry 
단말기에 연결하려는 TTY 장치는 45.45bps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TTY 장치가 2.5mm 헤드셋 잭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 어댑터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TTY 장치를 단말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TTY 장치에 연결하는 어댑터 엔드는 male 
3 pole 모노 2.5-mm 헤드셋 잭이어야 하며, BlackBerry 단말기에 연결하는 엔드는 male 4 pole 스테레오 3.5-mm 
헤드셋 잭이어야 합니다.

1.   TTY 장치와 함께 제공된 지침에 따라 TTY 장치를 단말기에 연결합니다.

2.   전화 앱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를 누릅니다.

3.   설정 > 접근성 > TTY 모드를 누릅니다.

4.   다음 TTY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든 TTY 설정을 끄려면 TTY 끄기를 누릅니다.

• 모든 TTY 설정을 켜려면 TTY 전체를 누릅니다.

• TTY 청취 전달 모드를 켜려면 TTY HCO를 누릅니다.

• TTY 음성 전달 모드를 켜려면 TTY VCO를 누릅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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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 기능을 사용하면 개인 또는 회사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단말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소유자가 자신의 단말기에 추가한 다른 사용자는 이메일, 연락처, 사진, 앱 등을 비롯한 소유자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말기는 단말기 소유자 및 게스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에 여러 
사용자 프로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간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해 각 사용자는 화면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하면 타인이 
다른 사용자 프로필의 정보에 액세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프로필은 단말기에 설정된 무선 연결 정보를 사용합니다. Wi-Fi 네트워크 연결과 같은 일부 단말기 설정 
변경은 단말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단말기의 모든 사용자를 위해 앱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인(단말기 소유자)
단말기 소유자란 단말기를 최초로 설정한 사람(본인)을 말합니다. 단말기 소유자는 본인 및 게스트 외 최대 3
명까지 사용자를 추가하고 게스트나 추가된 사용자가 단말기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잠금 화면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고 액세스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말기의 모든 사용자를 위해 앱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사용자 프로필에서 앱을 
삭제하고, 단말기에서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단말기 소유자는 게스트 프로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게스트 프로필을 사용하면 단말기에 게스트가 앱 다운로드, 사진 촬영 및 기타 단말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생성됩니다. 게스트가 단말기에 추가한 앱과 데이터는 게스트 프로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소유자 또는 게스트가 게스트 프로필을 삭제하면 게스트 프로필의 앱과 데이터는 단말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단말기 소유자는 게스트의 전화 수신/발신 허용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기 소유자는 게스트 프로필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단말기를 가끔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한편, 단말기를 
자주 공유하는 사람을 위한 사용자 프로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단말기에 다른 사람이 단말기 
기능을 사용하고 단말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적합한 앱이 포함된 ‘어린이’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단말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 사용자 
프로필로 전환하면 앱 또는 데이터가 실수로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단말기에 
추가한 앱과 데이터는 사용자 프로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소유자는 사용자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SMS) 수신/발신 허용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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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가
사용자 프로필은 단말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단말기 소유자나 다른 사용자의 계정 정보, 앱 및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Google™ 계정을 추가하거나 앱, 
배경화면 및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용자 > 사용자 추가를 누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지금 설정을 누릅니다.

5.   필요한 경우 단말기를 대기 모드에서 해제하려면 화면 하단에서 위로 밉니다.

6.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사용자 전환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용자를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를 누릅니다.

• 게스트를 누릅니다.

단말기가 잠긴 상태에서 게스트 및 사용자 프로필 
액세스 허용
게스트 및 사용자는 잠금 화면에서 본인의 프로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단말기 소유자가 단말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소유자는 화면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잠금 화면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용자를 누릅니다.

3.   사용자 추가 스위치를 켭니다.

사용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허용
게스트 또는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게스트 프로필이나 사용자 프로필 사용 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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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용자를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게스트 프로필 옆의  을 누릅니다. 통화 기능 사용 스위치를 누릅니다.

• 사용자 프로필 옆의  을 누릅니다. 통화 기능 및 SMS 사용 스위치를 누릅니다.

사용자 또는 게스트 삭제
단말기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면 해당 사용자 공간 및 사용자 공간의 모든 앱과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해당 사용자는 더 이상 사용자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게스트를 삭제하면 게스트 공간의 모든 앱 및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되지만 게스트 프로필은 단말기에 남아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사용자를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삭제하려는 사용자 옆의  > 사용자 삭제 > 삭제를 누릅니다.

• 게스트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예, 계속합니다를 누릅니다.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 사용자 > 게스트 삭제 > 삭제를 누릅니다.

게스트 또는 사용자는 단말기의 게스트 공간 또는 사용자 프로필 공간에서 앱 및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는  > 이 단말기에서 게스트 삭제를 누릅니다. 사용자는  > 이 단말기에서 <사용자 이름> 삭제를 누릅니다.

백업 및 초기화

단말기 데이터 백업 정보
단말기의 데이터 백업 방법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백업 시 다음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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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방법 설명

Android™ Backup Service Android™ Backup Service를 통해 데이터를 Google™ 계정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예: 단말기 
손상, 분실, 도난) Android™를 실행 중인 단말기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데이터가 Google™ 계정에 백업될 수 있습니다. 

• Google Calendar™ 설정 

• Wi-Fi 네트워크 및 비밀번호 

• 홈 화면 배경화면 

• Gmail™ 설정 

• Google Play™에 설치된 앱 

• 디스플레이 설정 

• 언어 및 입력 설정 

• 날짜 및 시간 설정 

• 타사 앱 설정 및 데이터(앱에 따라 다름)

컴퓨터로 파일 전송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파일 관리자에서 단말기의 파일(예: 사진 및 문서)을 보고 
컴퓨터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BlackBerry는 Android™ 단말기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사 백업 서비스 사용 Google Play™ 스토어에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있습니다. 한편, BlackBerry는 해당 앱의 보안 또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타사 백업 서비스는 신중히 사용하십시오.

Android™ Backup Service를 통한 데이터 백업 및 
복원

Android™ Backup Service 켜기 또는 끄기

Android™ Backup Service를 켠 후에는 단말기가 충전, 유휴 및 Wi-Fi 네트워크 연결 상태일 때 매일 1회 자동으로 
데이터가 백업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백업 및 초기화를 누릅니다.

3.   내 데이터 백업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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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Backup Service를 켠 후 단말기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Android™ 단말기로 전환하는 경우, 단말기에 
데이터를 백업할 때 사용하던 Google™ 계정을 추가하면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단말기 데이터 백업에 사용하는 Google™ 계정 변경

한 개 이상의 Google™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Google™ 계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데이터 백업에 
사용하는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백업 및 초기화 > 백업 계정을 누릅니다.

3.   계정을 누릅니다. 아직 단말기에 계정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계정 추가를 누른 후 안내 메시지에 따라 계정을 
추가합니다.

앱 데이터 자동 복원

앱을 삭제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앱이 Android Backup Service를 사용하도록 선택했다면 단말기가 
자동으로 앱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동일한 Google™ 계정을 사용하는 한 앱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백업 및 초기화를 누릅니다.

3.   자동 복원 스위치를 켭니다.

백업되는 앱 확인

모든 앱이 Android Backup Service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백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앱이 
Google Drive™에 백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 Drive™ 앱에서  > 설정 > 백업 관리를 누릅니다.

공장 초기화로 단말기 데이터 삭제

사용자는 새 단말기로 바꾸거나 현재 사용하는 단말기를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공장 
초기화는 단말기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데이터에는 이메일 계정, 다운로드한 앱, 미디어 파일, 문서, 브라우저 북마크 및 설정이 포함됩니다.

중요: 다른 방법으로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예: 잘못된 잠금 화면 10회 입력) 단말기를 다시 시작할 때 
Google™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할 때까지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공장 초기화 후에는 Google™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백업 및 초기화를 누릅니다.

3.   공장 데이터 초기화 > 휴대전화 초기화를 누릅니다.

4.   필요한 경우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5.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면 모두 지우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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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모드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안전 모드를 해제하려면 전원 켜기/끄기 키(단말기 왼쪽에 있음)를 길게 누릅니다.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단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단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알림이 표시될 때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한 손가락을 사용하여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알림에서 설치를 누릅니다.

•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내립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앱리스트에서 업데이트 > 지금 업데이트 확인 을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다시 시작 및 설치를 누릅니다.

참고: 주요 업데이트의 경우 다운로드 및 설치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단말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을 방지하려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단말기를 전원 및 신뢰할 수 있는 Wi-Fi 네트워크에 
계속 연결해두십시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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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잠금, 비밀번호, 데이터 보호
단말기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잠금, PIN, 보안 기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속한 회사의 보안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단말기 잠금 해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거나, Smart Lock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화면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단말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설정 시, 화면 잠금을 입력해야만 단말기를 켤 수 있는지 여부도 설정합니다.

Smart Lock과 같은 일부 보안 기능의 경우 화면 잠금을 먼저 설정해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화면 잠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 비밀번호: 안전한 비밀번호에는 문자, 숫자, 기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강력한 화면 잠금입니다.

• PIN: PIN은 최소 4개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IN에 숫자가 많이 포함될수록 화면 잠금의 보안 수준이 
높아집니다.

• 패턴: 패턴은 그리드 상에서 4개 이상의 점을 이어서 연결하는 선입니다. 패턴을 그려서 단말기 잠금을 해제합니다.

• 밀기: 밀기 동작으로 단말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mart Lock

Smart Lock 기능을 사용하면 단말기가 신뢰할 수 있는 Bluetooth 지원 장치나 NFC 지원 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사용자의 얼굴이나 음성을 인식했을 때, 단말기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가방 안에 넣고 이동할 때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art Lock 기능을 통해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 있을 때는 
단말기를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mart Lock 기능을 사용하면 단말기 데이터에 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은 단말기 사용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확인하지 않습니다.

Smart Lock 기능을 설정하려면 먼저 화면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기본적으로 계정 정보, 앱, 음악, 그림 및 기타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포함한 단말기의 데이터는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해독해야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하고 단말기를 켤 때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입력하도록 하면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해독하는 암호화 키를 새로 생성합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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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 PIN

SIM 카드 PIN을 설정하여 다른 단말기에서 SIM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분실한 SIM 카드를 누군가가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PIN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SIM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잠금 및 잠금해제 코드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의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예: 여행 중에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경우) 현재 서비스 제공업체에 잠금 해제 코드(MEP 코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SIM 카드를 삽입한 후 잠금 해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잠금 해제 코드 입력 횟수 제한을 초과할 경우 SIM 카드를 긴급 통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Google™ 계정 및 공장 초기화 보호

공장 초기화 보호 기능은 단말기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Google™ 계정 정보를 사용합니다.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공장 초기화 보호 기능으로 다른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말기를 공장 설정을 초기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말기는 초기화되기 전에 
단말기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한 Google™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공장 초기화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화면 잠금을 설정하고 Google™ 계정을 단말기에 추가해야 합니다.

화면 잠금 설정 또는 변경

단말기를 잠그면 의도치 않은 메시지 전송이나 전화 발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잠금을 해제하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먼저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입력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단말기 잠금 해제에 패턴이나 밀기 동작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밀기 동작에 의한 화면 잠금 해제는 타인이 단말기의 데이터 및 기능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안전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화면 잠금을 누릅니다

3. 필요한 경우 현재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입력합니다.

4. 사용하려는 화면 잠금 유형을 누릅니다.

5.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화면 잠금 옵션 설정

단말기에 화면 잠금을 설정한 후 화면 잠금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가 자동 잠금 전에 
비활성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비밀번호를 10회 잘못 입력할 경우 단말기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할지 여부 
등을 설정할 수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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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안 > 화면 잠금 옆의  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말기가 일정 시간 동안 비활성화된 후 자동으로 잠기도록 하려면 자동 잠금을 누른 다음 간격을 누릅니다.

• 전원 켜기/끄기 키를 눌러서 단말기를 잠그려면 전원 버튼 즉시 잠금 스위치를 켭니다.

• 단말기 잠금 해제를 10회 실패한 경우 단말기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려면 자동 삭제 스위치를 
켭니다.

• 단말기가 잠겨 있을 때 화면에 메시지 또는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려면 잠금 화면 메시지를 누릅니다. 표시할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팁: 화면을 잠금 해제했을 때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이 보이지 않도록 숨기려면 보안 > 비밀번호 표시 스위치를 
끕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만들기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한 
비밀번호(예: 1234)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만큼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비밀번호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중요도 순).

피해야 할 비밀번호 예

일반적인 비밀번호 password

사전의 단어 quarter

사전의 단어 조합 SimpleGraph

이름 또는 주소 Cecilia

단어 뒤에 숫자 추가 password145

기억하기 쉬운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팁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방법 설명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문자 사용 -

여러 언어의 단어 조합 field of Kühe

다음 문구의 변형: field of cows 

문자 집합 혼합 größere3 stre4gth

문장에서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 사용 Tqbfjotld

다음 문구의 변형: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철자가 잘못된 단어의 조합 SimzleGarph

다음 문구의 변형: SimpleGraph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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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ock 정보
Smart Lock 기능을 사용하여 단말기 잠금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단말기가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가 신뢰할 수 있는 Bluetooth 지원 장치 또는 NFC 지원 장치에 연결됨

• 단말기가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 있음

• 단말기가 사용자의 얼굴 또는 음성을 인식함

• 단말기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 또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님

Smart Lock 기능은 단말기가 잠금 해제 상태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치에 연결되어 있거나, 
신체 활동 감지가 켜져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얼굴 옵션이 켜져 있을 때 사용자와 닮은 누군가가 단말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Smart Lock 기능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잠금 해제를 위한 Smart Lock 설정

단말기에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한 Smart Lock 유형에 따라 단말기에서 Bluetooth 기술, 
NFC, Google Maps™, "Ok Google™" 음성 감지, Trust Agent 또는 무선 네트워크 연결 등의 다른 기능을 켜거나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Smart Lock을 누릅니다.

3.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말기가 Bluetooth 지원 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하려면 NFC 태그 또는 NFC 지원 
장치에 갖다 댄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누릅니다.

• 단말기가 집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감지되었을 때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누릅니다.

• 단말기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 했을 때 단말기 잠금을 해제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을 누릅니다.

• 사용자가 "Ok Google™,"이라고 말했을 때 단말기 잠금을 해제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음성을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Google 앱에서 스위치를 켭니다. 아무 화면에서나 스위치를 켭니다. 필요한 경우 "Ok Google™" 음성 
인식 기능을 설정한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음성 스위치를 켭니다

• 단말기를 손에 들고 있거나 가방에 넣어뒀을 때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하려면 신체 활동 감지를 누른 다음 
해당 스위치를 켭니다.

5.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Smart Lock 끄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Smart Lock을 누릅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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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번호, 패턴 또는 PIN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누릅니다. 장치를 누른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장치 삭제를 누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누릅니다. 장소를 누른 다음 이 장소 끄기를 누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을 누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얼굴 삭제를 누른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음성을 누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음성 스위치를 끕니다.

• 신체 활동 감지를 누릅니다 스위치를 끕니다.

5.   모든 Smart Lock 설정을 껐다면 Smart Lock Trust Agent도 꺼야 합니다.

• a. 보안 화면으로 돌아가서 Trust Agent를 누릅니다.

• b. Smart Lock(Google) 스위치를 끕니다.

PIN으로 SIM 카드 보호
SIM 카드 PIN을 사용하여 다른 단말기에서 SIM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분실한 SIM 카드를 누군가가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PIN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SIM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IM 카드에 PIN을 설정한 후에는 잠금 화면에서 PIN을 입력해야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SIM 잠금 설정을 누릅니다.

3.   SIM 카드 잠금 스위치를 켭니다.

4.   PIN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SIM 카드에서 PIN을 제거하려면 SIM 카드 잠금 스위치를 끕니다. SIM 카드의 PIN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SIM 카드의 PIN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SIM 잠금 설정을 누릅니다.

3.   SIM PIN 변경을 누릅니다.

4.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스마트 카드 정보
스마트 카드는 인증서와 개인 키를 저장합니다. 외부 스마트 카드 리더 또는 마이크로SD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스마트 카드에서 단말기로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명 및 암호 해독과 같은 개인 키 작업이 스마트 카드를 
사용합니다. 검증 또는 암호화와 같은 공개 키 작업은 단말기의 공용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스마트 카드 기술을 지원하는 타사 앱에서 스마트 카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카드 인증서를 
사용하여 S/MIME으로 보호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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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 스마트 카드 비밀번호 저장

단말기에 스마트 카드 비밀번호를 임시로 저장하도록 설정하면 비밀번호를 자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말기 
캐시에서 비밀번호를 제거하려면 단말기를 잠급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스마트 카드를 누릅니다.

3.   PIN 캐싱 스위치를 켭니다.

스마트 카드 리더의 PIN 설정 또는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스마트 카드를 누릅니다.

3.   스마트 카드 리더를 누릅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PIN 설정을 누릅니다.

• PIN 변경을 누릅니다.

5.   화면의 지침을 완료합니다.

문제해결: 잠금, 비밀번호, 데이터 보호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잊어버린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모르는 상태에서 화면 잠금을 초기화하려면 단말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단말기를 다시 설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잘못된 비밀번호, PIN 또는 패턴을 10회 입력하는 것입니다. 또는 Android™ Device 
Manager와 같은 원격 단말기 관리 앱이 단말기에 설치된 경우 해당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을 단말기에 추가하면 공장 초기화 보호 기능이 켜집니다. 단말기를 다시 설정하려면 동일한 Google™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동일한 Google™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설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Smart Lock이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잠금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보십시오.

• 얼굴 스캔 시 단말기 잠금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Smart Lock이 얼굴 인식에 사용하는 이미지의 품질을 높여 
보십시오.  > 보안 > Smart Lock > 신뢰할 수 있는 얼굴 > 얼굴 매칭 향상을 누릅니다.

• BlackBerry 단말기와 신뢰할 수 있는 Bluetooth 지원 장치 간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 Bluetooth 연결 거리는 BlackBerry단말기 모델과 Bluetooth 지원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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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단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가까이에 있을 때 단말기의 
잠금 해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장소의 정확도를 개선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삭제합니다.  > 장소 > 모드를 누릅니다. 높은 정확성 또는 배터리 절약을 누른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추가합니다. 단말기가 사용자의 집과 같은 건물의 물리적인 벽 외부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mart Lock은 단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의 80미터 반경 내에 있는 경우 단말기를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치에 연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 화면 잠금을 사용해서 단말기 
잠금을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 단말기 찾기 및 보호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야 할 일
Android™ Device Manager와 같은 원격 단말기 관리 앱이 단말기에 설치된 경우 해당 원격 단말기 관리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단말기에 설치된 원격 단말기 관리 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잠그기

• 단말기 벨소리 울리기

• 단말기 홈 화면에 전화번호 또는 메시지 추가

• 지도에서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 확인

• 단말기의 모든 데이터 삭제

단말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 서비스가 꺼져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단말기 잠금 및 
데이터 삭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단말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데이터 서비스가 켜지면 단말기가 
잠기고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단말기에 원격 단말기 관리 앱을 설치하지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단말기의 분실 또는 도난을 
신고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격으로 단말기를 잠그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단말기를 잠그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말기의 도난이 의심되며 원격 단말기 관리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 단말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경찰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직접 단말기를 되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말기 관리자 설정
기본적으로 Android™ Device Manager가 단말기 관리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말기를 찾거나 단말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타사 원격 단말기 관리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해당 앱을 단말기 관리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단말기 관리자를 누릅니다.

3.   해당 앱을 누릅니다.

4.   이 단말기 관리자 활성화를 누릅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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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Device Manager 정보
Android™ Device Manager에는 단말기를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한 경우 단말기 찾기 및 단말기 데이터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roid™ Device Manager 웹 사이트에서 지도에서 대략적인 단말기 위치 보기, 벨소리 울리기, 단말기 잠금 
비밀번호설정, 잠금 화면에 메시지 표시 또는 모든 데이터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꺼져 
있거나, 단말기에 유효한 SIM 카드가 없거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Android™ Device Manager는 
이후 단말기가 켜지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요청을 완료합니다.

Android™ Device Manager 앱은 단말기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Android™ 단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사용자의 
지인인 경우 그 사람이 Android™ Device Manager 앱에 로그인하여 잃어버린 단말기를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Device Manager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support.google.com 에 방문하여 
Android™ Device Manager를 검색하십시오

Android™ Device Manager 설정 변경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Google > 보안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단말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원격으로 이 단말기 위치 찾기 
스위치를 켭니다.

•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단말기를 잠그고 모든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원격 잠금 및 삭제 
허용 스위치를 켭니다.

보안 설정
앱 권한 정보

Android™ 6.0 이상을 위해 만들어진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앱 권한을 수락하지 않아도 단말기에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 사용 시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단말기에서 특정 데이터 또는 기능 액세스 권한 허용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BlackBerry Hub가 연락처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권한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권한을 켜거나 끌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부 앱 기능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권한을 
끄면 앱이 제대로 작동하기 않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lackBerry 키보드의 마이크 액세스를 
끄면 음성 받아쓰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BlackBerry 카메라에의 카메라 액세스를 끄면 앱이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전 Android™ OS 버전을 위해 만들어진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모든 권한을 수락해야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앱이 권한에 액세스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권한을 끄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앱이 
권한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려면 단말기에서 앱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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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권한 켜기 또는 끄기

권한을 켜거나 꺼서 앱 또는 Android™ OS 시스템 서비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 또는 개인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몇몇 앱의 경우 권한을 끄면 계속 작동하기는 하지만 일부 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가능한 권한의 종류를 관리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앱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앱의 권한을 보려면 해당 앱을 누릅니다.

• Android™ OS 시스템 앱 또는 서비스의 권한을 보려면  > 시스템 표시를 누른 다음 해당 앱 또는 
서비스를누릅니다.

4.   권한을 누릅니다.

5.   권한 스위치를 켜거나 끕니다.

6.   필요한 경우 거부를 누릅니다.

특정 유형의 권한에 액세스하는 앱 및 시스템 서비스 목록을 보려면 앱 화면에서  > 앱 권한을 누른 다음 권한을 
누릅니다.

Google Play™ 외 다른 소스를 통한 앱 다운로드
Google Play™는 단말기로 Android™ 앱을 다운로드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소스입니다.

한편, 다른 웹 사이트와 소스에서 단말기에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단말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스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단말기가 악성 앱 활동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을 누릅니다.

3.   알 수 없는 소스 스위치를 켭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단말기의 악성 활동 검사

단말기가 주기적으로 악성 활동을 검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앱 활동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게 됩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Google > 보안을 누릅니다.

3.   단말기 보안 위협 검사 스위치를 켭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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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고정 정보
화면 고정을 사용하면 한 개의 앱을 단말기의 포그라운드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및  버튼을 비활성화하여 
화면 고정을 해제해야만 고정된 앱을 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해야 화면 고정이 해제되도록 화면 
고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고정 사용 시 다른 사람이 고정된 앱을 닫거나 앱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마음 놓고 단말기를 사용(예: 
게임 플레이 또는 동영상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고정 켜기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화면 고정을 누릅니다

3.   스위치를 켭니다.

4.   화면 잠금에 돌입하지 않고 화면 고정을 해제하려면 고정 해제 전에 비밀번호/PIN/패턴 요청 스위치를 끕니다.

화면 고정 기능을 끄려면 스위치를 끕니다.

화면 고정

화면 고정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단말기의 포그라운드에 고정할 앱 또는 화면을 엽니다.

2.    을 누릅니다.

3.   고정하려는 앱 또는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화면 고정을 해제하려면  을 길게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인증서 설치
일부 Wi-Fi 및 VPN 네트워크의 경우 단말기에 보안 인증서가 있어야 단말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설치하여 단말기 식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설치하면 단말기에 인증 
기관(CA) 인증서가 동시에 설치됩니다.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인증서 또는 키스토어를 단말기, 미디어 카드 또는 Google Drive™ 계정의 내부 저장 공간 루트로 복사합니다.

3.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4.    > 보안 > 저장 공간에서 설치를 누릅니다.

기존에 단말기에 설치되지 않은 인증서와 키스토어만 단말기에 표시됩니다.

5.   설치하려는 인증서 또는 키스토어를 검색하고 누릅니다.

6.    필요한 경우 인증서 또는 키스토어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인증서나 키스토어가 설치되면 
파일 사본이 단말기 또는 미디어 카드에서 삭제됩니다.

7.   인증서 또는 키스토어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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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격증명 사용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옵션을 누릅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인증서 제거 또는 사용 중지
설치한 인증서를 제거하면 단말기에서 삭제됩니다. 인증서가 다시 필요한 경우 재설치해야 합니다. 시스템 인증서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치된 인증서 목록을 보려면 사용자 탭을 누릅니다.

• 시스템 인증서 목록을 보려면 시스템 탭을 누릅니다.

4.   인증서를 누릅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치된 인증서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 시스템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려면 비활성화를 누릅니다.

사용 중지한 인증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시스템 탭에서 해당 인증서를 누릅니다. 인증서 정보 화면 하단에서 활성화를 
누릅니다.

앱 사용 정보 액세스 끄기
일부 앱 및 서비스는 단말기의 활성 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끄면 일부 앱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밉니다(두 손가락 사용 시 한 차례, 한 손가락 사용 시 두 차례). 

2.    > 보안 > 사용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앱을 누릅니다.

3.   앱을 누른 다음 사용 정보 액세스 허용 스위치를 끕니다.

DTEK을 사용하여 보안 설정 개선
DTEK by BlackBerry 앱은 BlackBerry 단말기의 보안 수준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TEK
은 단말기에 사전 설치되어 있으며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보안 기능 설정 방식 평가

DTEK은 화면 잠금, 공장 초기화 보호 및 원격 단말기 관리 등 단말기의 보안 기능 설정 방식 또는 설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DTEK은 모니터링하는 각 보안 기능의 등급과 단말기의 전반적인 보안 등급을 지정합니다. 보안 기능이 나쁨 또는 
보통 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 DTEK은 보안 설정을 개선하여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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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방식 모니터링

DTEK을 사용하면 단말기의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타사 앱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DTEK은 사전 설치된 앱 또는 관리자가 단말기로 푸시한 앱(단말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DTEK은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앱을 모니터링합니다

•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연락처 읽기, 생성, 편집, 삭제

• 단말기의 위치에 액세스

• 단말기에서 문자 메시지(SMS 또는 MMS) 전송

• 마이크 켜기 또는 끄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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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BLACKBERRY 및 EMBLEM 디자인을 포함한 이와 연관되어 사용하는 일체의 상표는 BlackBerry Limite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TCL Communication Ltd의 라이선스 하에 사용됩니다.

Bluetooth는 Bluetooth SIG의 상표입니다. Call2Recycle은 Call2Recycle, Inc. CTIA의 상표입니다. Wireless Association
은 CTIA - The Wireless Association의 상표입니다. GSM은 GSM MOU Association의 상표입니다. IEEE Std 1725, IEEE 
802.11a, 802.11b, 802.11g, 그리고 802.11n은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의 상표입니다. 
Wi-Fi는 Wi-Fi Alliance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는 각 상표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한 문서 등, 본 문서에 참조로 통합된 모든 문서를 포함한 본 문서는 ‘있는 그대로’ 
어떠한 조건, 승인, 보장, 표현, 보증, 또는 제조업체 및 그 계열사의 어떠한 유형의 책임도 없이 제공되며, 이 모든 
것은 사용자의 관할 구역의 해당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명시적으로 부인됩니다.

법적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