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각 부분 및 명칭

빠른 시작

휴대전화 설정
SIM 카드 넣기

5. 뒷커버를 장착합니다. 가장자리 주변을 눌러 확실하게 장착합니다.

나노 SIM 카드를 넣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면 >

< 측면 >
전방 카메라
수화기

볼륨 키

전원 키

경고: KC-100S는 특수목적 단말기로서 SKT LTE USIM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하단의 슬릿에 손톱을 넣고 휴대전화에서 뒷커버를
제거합니다.

근접 센서/
조도 센서
LED 표시등
터치스크린

배터리 충전
1. 전화기 하단의 USB/충전기 포트 커버를 열고 휴대전화의 USB/
충전기 포트에 micro-USB 케이블의 작은 끝단을 꽂습니다.
슬릿

뒤로 가기 키
홈키

2. 휴대전화 측면에 있는 SIM/microSD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

최근 키

3. 금 접촉면이 아래로 향하고 절단된 모서리가 왼쪽 상단으로 향하게
하여 SIM 카드를 전화기 왼쪽의 SIM 카드 슬롯에 넣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카드를 부드럽게 밉니다.
옵션: microSD 카드 넣기
금 단자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microSD 카드를 오른쪽의 microSD
카드 슬롯에 넣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카드를 부드럽게
밉니다.

스피커

푸시 투 토크(PTT) / 핫 키

< 뒷면 >

< 상단 >
후방 카메라

보조 마이크
스피커 키

카메라 키

헤드셋 단자

플래시

기본 마이크
충전기/USB 포트

5KKTNA61LFRXA

참고: 지속적으로 장치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여기서의 화면 이미지와 아이콘은 참고용입니다.

SIM/micro SD
슬롯(내장)
4. SIM/microSD 슬롯 커버를 확실하게 닫습니다.

충전 접점

경고: 장치에 승인된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충전기 포트를 개조하면 장치가 손상되고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 전화기 방수 성능이 유지되도록 USB/충전기 포트 커버가 제대로
밀폐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와이드 뷰
카메라

< 하단 >

2. USB 케이블의 다른 끝단을 AC 어댑터에 꽂은 후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경고: 전화기 방수 성능이 유지되도록 SIM/microSD 슬롯 커버가 제대로
밀폐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전화 사용하기

제품 보증 안내

휴대전화 전원 켜기/끄기

통화

휴대전화 전원 켜기

통화하기

XX화면이 켜질 때까지 전원 키를 길게 누릅니다.
휴대전화 전원 끄기
1. 휴대전화 옵션이 표시될 때까지 전원 키를 길게 누릅니다.
2. 종료 > 확인을 눌러 휴대전화 전원을 끕니다.

화면 켜기/끄기
화면 켜기

연락처
연락처 보기

1. 홈 화면에서 앱
> 전화
다이얼패드를 표시합니다.

> 다이얼패드 탭을 눌러 휴대전화
을 누르면 입력한

를 눌러 통화합니다.

4. 통화를 종료하려면

1. 홈 화면에서 앱

> 주소록

를 누릅니다.

2. 목록을 스크롤하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다이얼패드에서 통화하려는 번호를 누릅니다.
번호가 한 자리씩 삭제됩니다.
3.

본 제품은 폐사가 공식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품질 보증을
합니다.

를 누릅니다.

새 연락처 추가
1. 홈 화면에서 앱

> 주소록

>

를 누릅니다.

참고: 새로운 연락처로 저장할 계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2. 정보를 추가합니다.

수신 통화 응답

1. 화면을 켜려면 전원 키를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XX수신 통화 화면에서
XX

를 스와이프하면 통화가 음성 사서함으로 전송됩니다.

2. 잠금 화면에서:

XX

를 누르면 통화가 무시되고 발신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를 스와이프하면 수신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화면을 위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홈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

]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음성 검색 앱이 실행됩니다.

앱 단축키나 위젯을 홈 화면에 추가

▪▪[

]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1. 홈 화면의 배경을 길게 누릅니다.

화면 끄기

2. 앱 또는 위젯을 눌러 홈 화면에 추가하려는 항목을 찾습니다.

XX화면을 끄려면 전원 키를 누릅니다.

3. 앱 아이콘이나 위젯을 길게 누르고 추가하려는 홈 화면 썸네일로
끕니다.
4. 손가락을 뗍니다.
홈 화면의 항목 이동 또는 제거
XX홈 화면에서 이동 또는 제거하려는 항목을 길게 누릅니다.
▪▪항목을 이동하려면 항목을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항목을 제거하려면 항목을 화면 상단의 "X 삭제"로 끌고 항목이
흰색으로 변하면 놓습니다.

▪▪번호 또는 주소 종류(휴대전화, 가정, 직장 등)를 지정하려면 번호
또는 주소 필드 아래의 레이블을 누릅니다.
▪▪사진을 지정하려면

를 누르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선택합니다.

3. 저장을 눌러 종료합니다.
연락처 편집
1. 홈 화면에서 앱

> 주소록

2. 열려는 연락처를 누른 후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필드를 눌러 정보를 추가 또는 편집합니다.
3. 저장을 눌러 종료합니다.
연락처 삭제
1. 홈 화면에서 앱

> 주소록

를 누릅니다.

2. > 삭제를 누릅니다.
3. 삭제하려는 연락처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연락처를 모두 선택하려면 모두 선택을 누릅니다.
4. 완료 > 확인을 누릅니다.

배경 화면 변경
1. 홈 화면의 배경을 길게 누릅니다.
2. 배경화면을 누릅니다.
3. 내 사진을 눌러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선택할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4. 사용할 이미지를 누른 후 배경화면 설정을 누릅니다.
© 2017 Kyocer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KYOCERA는 Kyocera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 고객 서비스 안내
구입하신 제품을 사용하기 전, 본 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사용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최초 동작 시 내부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기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AC 어댑터 연결 후 30분 이상
충전하여 전원을 켜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제품의 LCD는 경우에 따라 붉은색, 흰색 등으로 표현되는 화소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LCD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불
량이 아닙니다.
	배터리의 사용 시간은 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배터리는 소모품
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용 시간이 감소합니다. 사용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교체 후 사용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에 제공되는 메모리의 경우 OS 용량 및 제품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에 사용되므로 실제 메모리는 전체 메모리 보다 작습니다. 메모리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타 사용환경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 기간 안내
	제품 보증 기간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 제품 보증 기간
	제품의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품 보증 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출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
기간을 적용 합니다.
■ 무상 보증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의 고의, 과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
(취급 부주의, 낙하, 충격, 파손, 침수, 무리한 동작 등)
● 당사 및 당사에서 위임한 기술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임의로 개조, 변조 또는 임의로 분해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성능이 저하된 소모성 부품의 교환
● 천재지변(화재, 염해, 지진, 풍수해, 낙뢰 등등)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 사용 전원의 이상 또는 접속 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고장
● 적합하지 않은 사용/ 보관 환경(고온 다습,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 보관
등등)에서 사용 중 발생한 고장
●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임의 조작(루팅 등)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폐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폐사에서 보증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수리 의뢰 시 주의 사항
제품 고장 시 사용자가 제품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드시 백업 후
수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폐사는 수리 과정 중 발생 되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변경 및 삭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수리 완료 시 제품이 구매 초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품 수리 의뢰 전, 제품 구입 시 제품에 부착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부품, 옵션, 선택사항 및 기타 부착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제거 시, 폐사는 어떤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부속품, 표면 손상,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소프트
웨어나 데이터 또는 분리 가능한 저장 매체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타사 제품, 부속품 또는 보조장치와 연결하여 본 제품을 사용한 결과 동작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제품 자체에는 결함이 없다고 폐사가 판단할 때,
본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 내용은 한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기타 보증과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처리 됩니다.
■ 고객 지원 센터
● 홈페이지 : http://www.gnzen-ei.com/kr/torque
 화 : 02-6207-3011
●전
● 이메일 : support_kr@gnzen-ei.com
■ 주의 사항
● (신규/기기변경 시)USIM 장착한 상태로 2-3회 재 부팅하여야 정상
동작합니다.
■ 부가서비스 관련
 통신서비스사업자 별 특정 부가 서비스는 가입 혹은 사용이 제한될
●각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의 경우 해당 통신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의 사용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통화 매니저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부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부가 서비스 관련 UI등은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메뉴 및 버튼은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