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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 설명서에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소유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         
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된          
이미지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컴퓨터에 적용되지 않는         
정보 또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er Group은 설명서에 대한 기술적          
또는 편집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Acer ID 가입 및 Acer 원격 파일 활성화

Home(홈) 화면에서 Acer 포털을 열어 Acer ID에 가입하거나       
Acer ID가 있는 경우에는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Acer ID를 생성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

• Acer 원격 파일 앱을 사용하여 다른 기기에서 원격으로 사용자        
의 P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최신 판매 정보와 제품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기를 등록하여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AcerCloud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acer.com/acer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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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시작하기

특징 및 기능

새 태블릿은 액세스가 간편한 첨단 멀티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        
을 제공합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Wi-Fi 또는 3G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 이동 중에 전자 메일에 액세스합니다.

• 피플 및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태블릿 상자 풀기

새 태블릿은 안전한 상자로 포장하여 제공됩니다. 주의해서 상자를 풀        
고 내용물을 꺼냅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없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Acer Iconia B1-721 태블릿

• 제품 설정 및 안전 정보

• USB 케이블

• AC 어댑터

• 보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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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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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번호 항목 설명

1 전원 버튼

오래 누르면 태블릿이 켜지며, 짧게 누르

면 스크린이 켜지고 꺼지거나 절전 모드

로 전환됩니다. 길게 누르면 태블릿이 꺼
집니다.

2
Micro USB 포트 

(슬레이브)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또
한 AC 어댑터를 위한 충전 포트 역할도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의 태블릿 충
전을 참조하십시오.

3 3.5mm 헤드폰 잭 스테레오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4 전면 카메라
비디오 채팅 및 셀프 카메라 촬영을 위한 
0.3MP 카메라입니다.

5 microSD 카드 슬롯 microSD 카드를 이 슬롯에 삽입합니다.

6 터치스크린
7인치, 1024 x 600 픽셀의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입니다.

7 스피커 오디오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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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이크
비디오 채팅과 인터넷 전화를 위한 오디

오를 수신합니다.

9 SIM 카드 슬롯
SIM 카드를 슬롯에 삽입합니다(7페이지

의 SIM 카드 삽입을 참조하십시오).

10 볼륨 조절 키 태블릿 볼륨을 높이고 낮춥니다.

번호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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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 삽입

태블릿에는 마이크로 SIM 슬롯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SIM 카드를 삽        

입하려면 태블릿의 전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금색 커넥터       

가 위로 향하고, 잘린 모서리가 태블릿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여 SIM         

카드를 삽입하십시오(그림 참조).

경고

SIM 카드를 억지로 삽입하지 마십시오. 카드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림          
과 동일한 방향으로 SIM 카드를 삽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방향이 잘못         
된 상태로 SIM 카드를 억지로 슬롯에 삽입할 경우 SIM 및/또는 태블릿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마이크로 SIM을 태블릿에 삽입할 경우에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         
다. 태블릿에서 SIM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어댑터를 사용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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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사용

SIM 카드 슬롯 사용

일부 태블릿은 인터넷 액세스를 위한 SIM 슬롯을 포함합니다. 태블릿      
의 인터넷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태블릿을 켜기 전에 데이터 구독      
과 함께 SIM 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태블릿 충전

처음 사용하기 전에 태블릿을 4시간 동안 충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필요에 따라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 조립

USB 케이블의 한쪽 끝(큰 부분)을 전원 어댑터에 끼웁니다(한 방향으        
로만 들어갑니다).

참고

충전기 그림은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구성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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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태블릿에 전원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 AC 어댑터 쪽을 AC 콘센트에 끼          
웁니다.

처음 켜기

태블릿을 켜려면 Acer 로고가 보일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태블릿이 부팅되는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질문이 나타난        
후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고

제공된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여 장치를 충전해야 합니다.

참고

충전 중이거나 오래 사용했을 때 태블릿 표면이 뜨거워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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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면 언어를 탭하여 선택한 다음 Start(시작)를 탭합니다. 화면       
에 표시되는 나머지 지침을 따릅니다.

태블릿 화면이 꺼지면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         
면 다시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의 태블릿 깨우기을 참조        
하십시오.

Google 계정에 로그인 또는 계정 생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태블릿에서 Google 계정과 정보를 동기       
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 과정에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       
정은 연락처 목록, 전자 메일, 캘린더 및 기타 정보를 동기화하는 데 사       
용됩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거나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Skip(건너뛰기)을 탭합니다.

개인 연락처 계정, 비즈니스 연락처 계정과 같이 Google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계정 설정 부문에서 이들을 액세스하고 동기화할 수 있습         
니다. 44페이지의 여러 Google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Gmail, Google Talk, Google 캘린더 및 기타         
Google Apps를 사용하고, Google Play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정을 Google 서버에 백업하며, 기타 Google 서비스를 태블릿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droid 2.0(또는 이상)이 설치된 다른 장치에서 기존 설정을 복원하려면 설         
치 과정에서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         
리면 설정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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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사용

태블릿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항목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합니다.

탭하기: 화면을 한 번 탭하여 항목을 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끌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끌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길게 탭하기: 항목을 길게 탭하면 해당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동작 목           
록이 나타납니다. 표시된 팝업 메뉴에서 수행할 동작을 탭합니다.

스크롤: 화면을 위 또는 아래로 스크롤하려면 화면에서 스크롤할 방향        
으로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끌어갑니다.

Home(홈) 화면

태블릿을 시작하거나 절전 모드에서 나올 때 태블릿에 Home(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위젯이나 앱 바로 가기를 통해 정보나 간단한         
제어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통해 시간과 날씨 같          
은 정보를 표시하고, 추가적인 제어 기능을 제공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태블릿에 미리 설치되어 있지만 그         
밖에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Home(홈) 화면에는 이미 몇 가지 유용한 제어 기능과 정보가 있습니다. 

검색

탐색

애플리케이션 메뉴

시간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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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인터넷에서 애플리케이션, 파일 또는 정보를 검색하려면 왼      
쪽 위 모서리에서 Google 아이콘을 탭합니다.

그런 다음 찾으려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화살표 또는 Enter 키를 탭         
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목록에 나타난 제안, 애플리케이션 또는 파일        
중 하나를 탭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탐색하려면 무선 데이터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해야 합니다. 23페이지의 온라인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Google Search로 검색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시 Back(뒤로        
가기) 대신 표시되는 Hide(숨김) 버튼을 탭하여 키보드를 숨깁니다. 그        
런 다음 Menu(메뉴) 아이콘 > Settings(설정) > Tablet search(태블릿        
검색)를 탭합니다. Google Search로 검색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합니다.

음성 검색
음성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마이크를 탭하고 검색할 내용을         
말합니다. 25페이지의 음성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탐색

메뉴와 옵션을 탐색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아이콘이 왼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뒤로

이 아이콘을 사용하여 이전 페이지로 가거나 메뉴에서 한 수        
준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아이콘은 숨김 아          
이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예: 키보드나 최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표시되는 경우).

홈

Home(홈) 화면으로 직접 이동하려면 이 아이콘을 탭합니다.

최근

최근 열었던 애플리케이션을 보려면 이 아이콘을 탭합니다. 애플리케       
이션을 탭하여 열거나, 화면의 아무 곳이나 탭하여 Home(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뒤로 홈 최근

숨김



태블릿 사용 - 13   

확장된 Home(홈) 화면

Home(홈) 화면은 위젯을 추가하거나 바로 가기를 만들 수 있는 더 많          
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확장됩니다. 확장된       
Home(홈) 화면을 보려면 손가락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에 둘 오른쪽에 둘, 총 다섯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서 위젯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16페이지의 Home(홈) 화면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메뉴

애플리케이션 메뉴는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위젯       
을 표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알파벳 순서로 표시됩니다. 왼쪽으로 밀면 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때 왼쪽으로 밀면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 나타납니다. 16페         
이지의 Home(홈) 화면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Play Store 아이콘을 탭하면 Google Play가 열립니다.

Home(홈)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추가
아이콘을 탭하여 Home(홈) 화면 중 하나에 바로 가기를 추가합니다.        
아이콘을 선택하면 초기 Home(홈)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선택한 아이       
콘을 임의의 확장된 Home(홈) 화면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상태 및 알림 영역

상태 및 알림 아이콘이 화면의 위에 표시됩니      
다. 오른쪽 위에는 시간, 배터리 상태, 연결 상       
태 같은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왼쪽 위      
에는 새 메시지 같은 이벤트 아이콘이 표시됩      
니다. 

시간신호 배터리 
충전
상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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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에서 아래로 밀면 현재 다운로드 상태 또는 음악 재생 시 "재생/일           
시정지" 및 "다음 트랙" 같은 미디어 컨트롤 등의 세부적인 알림 상태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밀면 시스템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상태 및 알림 아이콘

연결 아이콘 

참고

장치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연결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 아이콘 설명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물결은 신호 강도

를 나타냄).
Bluetooth 사용 중

비행기 모드 

(무선 연결 끊김)
Bluetooth 장치에 연결됨



태블릿 사용 - 15   

배터리 상태 아이콘 

알림 아이콘

아이콘 설명 아이콘 설명

배터리 매우 낮음 배터리 완전 충전됨

배터리 낮음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가 부분적으로 방
전됨

참고

장치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이에 대한 알림을 받고 장치를 끄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장치를 끄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이콘 설명 아이콘 설명

알림 설정됨 스피커 소리 없앰

새 Gmail 메시지 태블릿 마이크 꺼짐

새 Google Talk 메시지 GPS 사용 중

예정 이벤트
GPS에서 위치 데이터 수
신 중

곡 재생 중 데이터 동기화 중

SD 카드 또는 USB 저장 장
치가 꽉 참

동기화 사용 중

태블릿이 USB를 통해 PC
에 연결됨

로그인 또는 동기화 문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사
용 가능

데이터 업로드 중

시스템 업데이트 사용 가능 데이터 다운로드 중

VPN(가상 개인 네트워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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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데이터 상태 아이콘

Home(홈) 화면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 바로 가기 또는 위젯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배경 무늬        
를 변경하여 Home(홈) 화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또는 위젯 추가 및 제거
바로 가기 또는 위젯을 추가하려면 Home(홈) 화면의 아래쪽 중앙에 있        
는 APPS(앱) 아이콘을 탭합니다.

APPS(앱) 메뉴에는 Home(홈) 화면으로 끌어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바로 가기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WIDGETS(위젯)를 탭하여 Home(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작은 애플        
리케이션과 링크(예: 사용자 지정 바로 가기, 연락처 또는 책갈피)를 살        
펴봅니다. 위젯은 작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상시 업데이트된 정보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기능에 대한 빠른 바로 가기를 표시합니다. 

앱이나 위젯을 Home(홈)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선택될 때까지 항목을       
길게 탭합니다. Home(홈) 화면이 열립니다. 항목을 화면에서 아무데나       
비어 있는 곳으로 끌어갑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위젯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화면 위쪽의 아이콘으로 끌어갑니다. 

아이
콘

설명
아이
콘

설명

무선 신호 강도
SIM 카드가 잘못되었거나 
설치되지 않음

GPRS 네트워크에 연결됨 새/읽지 않은 SMS/MMS

EDGE 네트워크에 연결됨 SMS/MMS 전송 문제

3G 네트워크에 연결됨
캐리어 데이터 사용 임계값 
초과

HDPA 네트워크에 연결됨 USB 테더링 활성화됨

HSDPA 네트워크에 연결됨 Bluetooth 테더링 활성화됨

로밍 무선 테더링 활성화됨

신호 없음
여러 개의 테더링 또는 핫
스폿이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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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다른 Home(홈)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화면 옆으로 끌어가면,        
Home(홈) 화면이 해당 방향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항목의 위치를 정        
한 후에 놓습니다.

위젯의 크기 조정
중요한 정보에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위젯을 더 크           
게 만들 수 있습니다. Home(홈) 화면에 위젯을 놓은 후 길게 탭하여 선           
택합니다. 각 면에 하나씩 네 개의 다이아몬드가 표시되면 위젯이 적당         
한 크기가 될 때까지 다이아몬드를 탭하여 끌어갑니다. Back(뒤로)을       
탭하여 작업을 마칩니다.

Home(홈) 화면에서 항목 제거
Home(홈) 화면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화면 위에     
Remove(제거)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해당 항목을 길게 탭       
합니다. 항목을 Remove(제거) 옵션으로 끌어갑니다.

Home(홈) 화면 이미지 변경

Home(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탭합니다. 사전 포맷된 배경 무늬, 갤          
러리에 저장된 이미지, 선택한 배경 무늬 또는 애니메이션 또는 대화형         
배경을 가진 라이브 배경 무늬 집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위젯은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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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키보드

텍스트를 입력할 텍스트 상자를 탭하면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키를 탭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숫자와 특수 문자를 보려면 ?123 버튼을 탭하고, 자세한 옵션을 보려         
면 ~ \ { 키를 탭합니다. 키를 길게 탭하여 악센트나 관련 기호가 있는         
문자 같은 특수 문자(해당 키에 사용 가능할 경우)를 선택합니다.

Google 키보드 설정 변경

다른 키보드 언어를 사용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려면 Input      
options(입력 옵션) 키를 탭한 다음 Input languages(입력 언어)       
또는 Google keyboard settings(Google 키보드 설정)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자동 수정, 키보드 사운드가 있습니다.

자동 완성 텍스트 또는 자동 수정

Google 키보드는 자동 완성 텍스트 입력을 제공합니다. 단어의 철자를        
입력하면, 철자가 입력된 순서에 이어지는 단어 선택 사항이 키보드 위         
에 표시되거나 오류가 포함되었으나 가깝게 일치되는 단어가 표시됩니       
다. 키를 누를 때마다 단어 목록이 변경됩니다. 원하는 단어가 표시되         
면 이를 탭하여 텍스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키보드 레이아웃은 필요한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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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키보드에서 자동 완성 텍스트를 켜거나 끄려면 Input options 
(입력 옵션) 키, Google keyboard settings(Google 키보드 설정)를 차        
례로 탭합니다. Auto correction(자동 수정) 또는 Show correction       
suggestions(수정 제안 표시)를 탭하고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편집

텍스트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예: 텍       
스트 필드에 입력한 텍스트). 선택한 텍스트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안        
에서 잘라내거나 복사하여 나중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선택

잘라내기, 복사, 삭제 또는 교체할 텍스트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따라주        
십시오.

1.선택할 텍스트를 탭합니다. 이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커서가         
텍스트 아래에 삽입됩니다.

2.선택할 텍스트 또는 단어를 길게 탭합니다. 선택한 텍스트가 선택 내         
용의 각 끝에 탭과 함께 강조 표시됩니다.

3.탭을 끌어 선택한 텍스트를 확장 또는 축소하거나 Select all(모두 선         
택)을 탭합니다.

4.텍스트를 잘라내거나 복사하려면 CUT(잘라내기) 또는 COPY(복사)     
버튼을 탭합니다.

텍스트 삽입

새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복사한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따라주십       
시오.

1.텍스트를 삽입하려는 위치를 탭합니다. 이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커서가 텍스트 아래에 삽입됩니다. 단어를 바꾸려면 해당 단어        
를 두 번 탭합니다. 이전에 복사된 텍스트가 있다면 PASTE(붙여넣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참고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 선택을 지원하지 않거나 특정 영역에서만 지원합        
니다. 텍스트 선택을 위한 특수한 명령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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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서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면 됩         
니다.

3.텍스트를 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PASTE(붙여넣기) 버튼을 눌러 텍스       
트를 수정합니다.

태블릿 깨우기

화면이 꺼지고 태블릿이 화면 누름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잠가진       
것으로 절전 모드 상태입니다.

태블릿을 깨우려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태블릿이 잠금 화면을 표시       
합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잠금 단추를 누르고 원 오른쪽으로 끌       
어갑니다.

보안 옵션
보안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에 액세스할 때 입력해야 하는 잠금 해제 패       
턴(점 집합으로 순서에 맞게 입력해야 함) 같은 코드나 숫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ome(홈) 화면을 열고 APPS(앱) > Settings(설정) >       
Security(보안) > Screen lock(화면 잠금)을 탭합니다. 잠금 해제 패턴       
을 잊은 경우 47페이지의 잠금 해제 패턴을 참조하십시오.

태블릿 종료

태블릿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꺼서 배터리를 절약합        
니다. 태블릿을 끄려면(잠겨 있는 경우에도) 1초 동안 전원 버튼을 누릅         
니다. Power off(전원 끄기)를 탭하고 종료를 확인합니다. 강제로 종료        
하려면 4초 동안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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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에  장치  연결

AC 전원에 연결

8페이지의 태블릿 충전을 참조하십시오

microSD 카드 삽입

microSD 카드를 설치하여 장치의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microSD 카드가 카드 슬롯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APPS(앱) > Settings(설정) > Storage(저장소)의 External SD card 
(외부 SD 카드) 섹션에서 카드 용량을 확인합니다.

태블릿과 PC 간에 파일 전송

USB 연결 기능이 있는 PC에서 태블릿 및 기타 연결된 저장 장치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USB 저장 장치로 PC 에 연결

제공된 USB 케이블을 통해 태블릿을 PC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태블릿        
과 컴퓨터(태블릿 내에 microSD 카드 또는 내부 메모리)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USB 동기화 케이블을 기기의 Micro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이 태블릿은 FAT 또는 FAT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micro SD 카드만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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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SB 클라이언트 커넥터를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USB 포트에 연결        
합니다.

3.알림 영역을 왼쪽 위에서 아래로 밀고 Connected as a media         
device(미디어 기기로 연결됨)를 탭하여 Media device (MTP)(미디      
어 기기(MTP))(기본 옵션)로 연결할지, Camera (PTP)(카메라(PTP))     
로 연결할지 선택합니다.

태블릿을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에서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 연결

A2DP 스테레오 헤드셋(재생 전용, 마이크 없음)만 지원됩니다. 더 많        
은 Bluetooth 장치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 태블릿의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를 확인하십시오. 

Bluetooth 설정을 보려면 APPS(앱) > Settings(설정)를 탭한 다음       
WIRELESS & NETWORKS(무선 및 네트워크) 아래에서 Bluetooth를      
탭합니다. 

Bluetooth를 켜고 Search for devices(장치 찾기)를 탭하여 가까운 장        
치를 검색합니다.

액세서리
액세서리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store.acer.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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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속

Wi-Fi 연결 관리

처음 태블릿을 시작했을 때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새 네      
트워크에 연결하려는 경우, APPS(앱) > Settings(설정) > Wi-Fi를 탭      
하여 연결 설정을 관리합니다. 또는,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아래      
로 밀고 Wi-Fi 버튼을 탭해서 Wi-Fi 연결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Wi-Fi가 켜져 있지 않으면, Wi-Fi ON(켜기) 스위치를 탭하고 태블릿이      
근처의 네트워크를 감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트워크 이름을 탭하      
고 필요한 경우 보안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탐색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탐색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있어야 합니다.

브라우저 사용

탐색을 시작하려면 Home(홈) 화면의 Chrome 아이콘을 탭하거나 애       
플리케이션 메뉴를 열고 Chrome을 선택합니다. 웹 사이트 주소를 입        
력하려면 페이지 상단에서 주소 상자를 탭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Go(이동)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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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의 방문 기록을 앞뒤로 탐색하거나 북마크를 확인하거나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하려면 Menu(메뉴)      
아이콘을 탭합니다.

Chrome에서는 여러 개의 탭을 열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열리면 작은         
New tab(새 탭)을 탭합니다. 화면의 위쪽에 열려 있는 탭 중 하나를 탭         
하여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모으거나 펼쳐 페이지를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페이지의        
항목을 길게 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엽니다.

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 설정

Email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부분의 일반 전자 메일 공급자의 전자 메일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정은 두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연 다음 Email(전자 메일)을 탭하여 전자 메일 액      
세스 설정을 시작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및 암호를 입력하고 Manual setup(수동 설정)을 탭하      
여 수동으로 매개 변수를 입력하거나 Next(다음)를 탭하여 설정 과정      
을 완료합니다.

태블릿의 조합된 받은 편지함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받은 편지함에      
서 여러 계정의 전자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

새 탭

참고

애플리케이션을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Google 계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Google 서        
비스에 처음 액세스할 때 서비스 약관을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Google 플레이의 콘텐츠 및 디자인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영화, 책, 잡지 또는 음악을 검색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        
트하면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거나 Google Play를 탐색하는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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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전자 메일 설정

1.태블릿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Gmail을 탭합니다.

처음 태블릿을 시작했을 때 Gmail 계정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지 않았         
을 경우 지침을 따릅니다.

전자 메일 작성
1.태블릿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열고 Gmail을 탭합니다.

3.  아이콘을 탭합니다.

4.수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 제목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5.메시지 작성을 마치면  아이콘을 탭합니다.

메시지 작성을 마치면 Send(보내기)를 탭합니다.

음성 검색

참고

 음성 검색은 선택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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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동작 기능으로 목소리를 사용하여 전자 메일을 보내고, 방향과 위         
치를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자신에게 메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Chrome에서 음성 검색을 이용하려면 주소 바에 있는 마이크 아이콘을        
탭합니다. Speak now(지금 말하기)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말로 명령을       
내리거나 조회를 요청합니다. 

Play Store

홈 화면이나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Play Store를 탭하여 Google Play        
를 엽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추가 기능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을 얻         
어 태블릿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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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로 Google Play를 탐색하거나 검색 아이콘을 탭하여 특정 애플        
리케이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3D 그래픽을 사용하는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했으면 Install(설치) 버튼을 탭하여 해당 애플리      
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액세스해야 할 서비스(연락처 정보, 무선 액세스, GPS 등)를 알아         
봅니다. 이 서비스에 문제가 없으면 Accept & download(승인 및 다운         
로드)를 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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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와 태블릿의 알림 영역에서 다운로드 진행 상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은 APPS(앱) 또는 애플리케이션     
메뉴의 WIDGETS(위젯)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애플리케이션과 위젯 둘 다 제공하거나 위젯(애       
플리케이션 아이콘 없음)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16페이지의 Home(홈)      
화면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제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APPS(앱) > Settings(설정) >      
Apps(앱)에서 제거하려는 앱을 선택하고 Uninstall(제거)을 탭하여 앱      
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Home(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삭제하면 바         
로 가기만 삭제됩니다.

중요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려면 Google Wallet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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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Hangouts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Hangouts를 탭하여 Google Hangouts를 엽니      
다. 여기에서 Google Hangouts 서비스에 연결된 연락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탭하면 채팅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연결한 후에         
는 비디오 채팅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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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재생

멀티미디어 재생

태블릿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음악 재생

컴퓨터, USB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장치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한 음악 및 기타 오디오 파일을 들으려면 Play Music(음악        
재생)을 사용합니다.

APPS(앱) > Play Music(음악 재생)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참고

Google Play Music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           
어 일부 지역에서는 Google Play Music을 클라우드 저장소로 활용하여 사용         
자의 모든 기기에서 개인적으로 소장한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          
디어 앱을 탐색하는 방법은 업데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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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안으로 밀면 음악 듣기, 내 라이브러리, 재생 목록 같은 메뉴          
가 표시됩니다. 왼쪽 가장 위에 있는 Listen Now(음악 듣기) 드롭 다운          
목록은 모든 메뉴에서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ll music(모든        
음악)"을 선택하면 태블릿과 클라우드(사용자의 국가에서 클라우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저장된 모든 음악이 표시됩니다. "On         
device(장치만)"를 선택하면 현재 태블릿에 저장된 음악만 표시됩니다.

주 화면의 오른쪽 위 구석에 있는 메뉴 버튼에는 새로고침, 설정, 도움          
말, 의견 보내기 같은 일반적인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앨         
범 및 개별 트랙에도 메뉴 버튼이 있으며 이러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음악을 재생하는 동안 홈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 음악 제어          
기능과 함께 현재 트랙이 알림 영역에 표시됩니다. 13페이지의 상태 및         
알림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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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및  연락처  관리

태블릿에는 연락처를 내부 메모리, SIM 카드 또는 Google 계정에 저장         
할 수 있는 주소록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피플을 탭하면 연락처가 나타납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Google 계정 연락처와 동기화하        
거나 연락처 데이터 파일(vCard 또는 csv)에서 연락처를 가져올 수 있         
으며, 새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가 포함된 Google 계정을 활성화하면 해당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43페이지의 동기화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가져오기

Menu(메뉴) 버튼을 탭하고 Import/export(가져오기/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연락처가 저장된 위치를 설명하는 옵션을 탭합니다.      
연락처가 발견되면 새 그룹으로 연락처를 가져오도록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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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락처 추가

새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아이콘을 탭합니다. 계정이 여러 개인 경         

우, 연락처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계정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연락처가 해당 계정과 동기화됩니다.

이제 새 연락처 항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편집

새 계정을 연 경우에는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락처          
를 수정하려면 메인 화면의 왼쪽 목록에 있는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그         
런 다음 Menu(메뉴) 버튼 > Edit(편집)를 선택합니다. 상자를 탭하고        
적절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름 접두어나 발음을 추가하는 등         
의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집 전화 번호를 각각 따로 만드는 경우처럼, 여러 개의          
항목을 입력하려면 Add new(새로 추가하기)를 탭하여 두 번째 항목을        
만듭니다. X를 탭하면 항목이 제거됩니다.

범주를 더 만들려면 Add another field(다른 필드 추가)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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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에 이미지를 할당하려면 실루엣을 탭하고 태블릿의 그림 갤러리       
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Gallery(갤러리)에서 사진 선택). 새로운 사      
진을 선택하고 잘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왼쪽 모서리의 Done(완료)을 탭하여 작업을 마치고 연락처를 저장        
합니다.

연락처 열기

연락처에 저장된 정보를 보려면 왼쪽 목록에서 연락처 이름을 탭합니다. 

항목을 탭하면 해당 유형(예: 전자 메일 주소)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전자 메일 주소를 탭하면 Email 애플리케이션         
이 열립니다.

별표 연락처

별을 추가하여 즐겨찾는 연락처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연 다음 연락처 이름 옆에 있는 별을 탭합니다. All contacts 
(모든 연락처)를 탭하고 Favorites(즐겨찾기)를 선택하면 즐겨찾는 연      
락처만 나타납니다.

컴퓨터에서 연락처 편집
Google 계정과 연락처를 동기화한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여 연락처 목        
록에 액세스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contacts.google.com으로 이동합니다.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목      
록에서 연락처를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그런 다음 태블릿을 컴퓨터와       
동기화하면 변경 내용이 태블릿의 연락처 목록에 반영됩니다.

참고

각 전화 번호를 네트워크 유형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일부 기능이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만 이        
용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므로 "모바일" 번호만 인식합니다.

중요

변경하기 전에 연락처를 백업하십시오. Menu(메뉴) 버튼을 탭하고      
Import/Export(가져오기/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연락처 목     
록을 태블릿의 내부 메모리로 내보내거나,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른 옵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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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및  캠코더  사용

태블릿은 전면 디지털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태블        
릿으로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는 모든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카메라 또는 캠코더를 활성화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열고      
Camera(카메라)를 탭합니다.

카메라 / 캠코더 아이콘 및 표시기

설정

마이크 음소거효과

마지막에 촬영한 

줌

녹화 버튼

셔터 버튼

* 표시된 용량은 현재 해상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이미지의 대략적인 개수를 나타냅니다 .

남은 용량 *

사진 / 동영상

참고

microSD 카드를 microSD 슬롯에 끼운 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비디오는 외부 USB 저장 장치가 아닌 내부 메모리나 microSD 카드에         
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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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창에서 화면 위에 있는 컨트롤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밑에 있는 컨트롤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카메라 또는 캠코더를         
선택하거나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마지막에 촬영한 사진/동영       
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cord(녹화) 버튼을 탭하면 캠코더 촬영이 바로 시작됩니다. 촬영 중        
에는 카메라/캠코더 설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촬영을 멈추려면 빨        
간색 Stop(정지) 버튼을 탭합니다.

현재 녹화 시간

녹화 정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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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아이콘 설명

설정

카메라 설정

캠코더 설정

일반 설정

효과

마이크  
음소거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콘을 탭하면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캠코더 촬영 중에는 아이콘이 비
활성화됩니다).

사진 촬영

1.위에 설명한 옵션을 기본 설정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대상을 정하고 태블릿을 흔들리지 않게 잡습니다.

• 노출: 이미지 노출을 다음과 같이 증가 또는 감소시킵       
니다. -1, 0, +1.

• 흰색 밸런스: 조명에 맞춰 색 밸런스를 다음과 같이 조        
절합니다. Auto(자동), Incandescent(백열등), Daylight 
(햇빛), Fluorescent(형광) 또는 Cloudy(흐림)

• 타이머: 2초, 5초 또는 10초 자동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 격자: 9x9 격자 설정을 켜거나 끕니다.

• 저속 촬영 간격: 저속 촬영 간격을 1초, 2초, 5초 또는         
10초로 설정합니다.

• 위치: GPS로부터 위치가 이미지 정보에 저장되는지 여      
부를 설정합니다. 활성화되면 인공위성 아이콘이 화면     
에 표시됩니다.

• 기본값으로 설정: 카메라 설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립      
니다.

• 없음

• 아쿠아

• 네거티브

• 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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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요한 만큼 두 손가락을 모으거나 펼쳐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4.셔터 버튼을 탭하여 사진을 찍습니다.

비디오 촬영

1.위에 설명한 옵션을 기본 설정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대상을 정하고 태블릿을 흔들리지 않게 잡은 다음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3.녹화를 시작하려면 녹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4.녹화 아이콘을 다시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지원되는 형식

유형 형식

이미지 JPEG

동영상 H.264 BP, MPEG-4 SP, H.263

오디오 AAC-LC, AMR-WB, AMR-NB

사진 및 비디오 보기

1.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저장되며 일반적으로 내부 메       

모리에 저장됩니다. 화면의 모서리에 있는 축소판 그림을 탭하여 이       

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열고 Gallery(갤러리),       
Camera(카메라)를 탭합니다. 보고 싶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선택합      

니다(비디오에는 작은 재생 기호가 표시됨). Gallery(갤러리)에서 제      

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여러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탭하여 해당 파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옵션을 알아보거나  아이콘을 탭하여 이         

미지 편집 옵션을 표시합니다.

참고

줌을 사용 중일 때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최종 이미지의 품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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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설정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APPS(앱), Settings 
(설정)를 차례로 탭합니다.

무선 및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APPS(앱) > Settings(설정), WIRELESS & NETWORKS(무선 및 네트       
워크) 아래의 각 연결에는 연결을 제어하는 켜기/끄기 스위치가 있습니        
다. 연결 설정을 관리할 항목을 탭합니다.

또는, 화면의 위 모서리를 아래로 밀어서 연결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         
니다.

Bluetooth 설정 조정

Bluetooth를 사용하여 태블릿과 다른 모바일 장치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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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연결
모든 Bluetooth 설정을 보려면 APPS >(앱) Settings(설정)를 탭한 다음        
WIRELESS & NETWORKS(무선 및 네트워크) 아래에서 Bluetooth를      
탭합니다. 여기에서 Bluetooth를 켜거나 끄고, 태블릿 이름 및 검색 기         
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ARCH FOR DEVICES(장치 찾기)를 탭하        
여 가까운 장치를 검색합니다.

장치에 연결하려면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서 장치를 탭합니다. 연결        
을 설정하는 두 장치 모두에서 PIN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Data Usage(데이터 사용) 섹션에는 태블릿에 전송된 데이터의 양이 합        
계로 또는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종량제 서비스        
를 이용할 때 유용합니다.

태블릿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

비행기 모드(또는 비행 모드)로 전환하여 네트워크와 Bluetooth 기능을       
끄고 비행기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이 기기를 사       
용할 수 있는지는 항공사에 문의하십시오.

비행기 이착륙 시에는 기내 전자 시스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태블       
릿을 끕니다.

비행기 모드를 켜거나 끄려면, Settings(설정)를 탭한 다음 WIRELESS       
& NETWORKS(무선 및 네트워크) 아래에서 More...(기타...) > Airplane       
mode(비행기 모드)를 탭합니다.

또는,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아래로 밀어서 비행기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참고

A2DP 스테레오 헤드셋(재생 전용, 마이크 없음)만 지원됩니다. 더 많은        
Bluetooth 장치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 태블릿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         
하십시오.

참고

비행기 모드가 활성화되면  아이콘이 상태 영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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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개인 네트워크 (VPN)

이 옵션을 이용하면 보안 작업 또는 사무실 환경 같은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WIRELESS & NETWORKS(무선 및 네트워크) 아래에      
서 More...(기타...)를 탭하여 VPN을 추가합니다. > VPN > Add VPN         
network(VPN 네트워크 추가)를 탭하여 VPN을 추가합니다.

Mobile networks

APPS(응용 프로그램) > Settings(설정) > Mobile networks(모바일 네       
트워크) 옵션을 탭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사운드

태블릿 옆의 볼륨 버튼을 사용하여 태블릿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또는        
APPS(앱) > Settings(설정) > Sound(사운드)를 탭하여 태블릿 사운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Data enabled 
(데이터 활성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액세스를 활성화하

거나 비활성화합니다.

Data roaming 
(데이터 로밍)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로밍할 때 데이터 서비스

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Network Mode 
(네트워크 모드)

연결하려는 네트워크 유형을 설정합니다. 자동(기본), 
3G 전용, 2G 전용

Access Point 
Names(액세스 
지점 이름)

액세스 지점 설정을 편집합니다(고급 사용자용).

Network 
operators(네트

워크 운영자)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연결할지, 운
영자를 직접 선택할지 지정합니다.

항목 설명

볼륨 미디어, 알림 및 통보에 대한 볼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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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APPS(앱) > Settings(설정) > Display(디스플레이)를 탭하여 태블릿      
화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앱

애플리케이션 닫기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려면 Settings(설정) > Apps(앱)로 이      
동합니다. RUNNING(실행 중) 탭을 밀어 넘긴 다음 닫고 싶은 프로그         
램을 탭합니다. Stop(중지)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Default 
notification 
sound(기본 통보 
사운드)

알림에 대한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터치 사운드 화면에서 선택할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화면 잠금 사운드
화면을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운드를 재생합

니다.

항목 설명

항목 설명

배경 무늬 Home(홈) 화면 배경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밝기 화면 밝기를 조정합니다.

Daydream 
(백일몽)

도킹 상태이거나 절전 상태인 태블릿의 화면 보호기

를 설정합니다.

글꼴 크기
글꼴 크기를 설정하여 텍스트가 더 많이 보이게 하
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입니다.

절전 일정 시간 후 화면이 꺼지도록 설정합니다.

참고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AUTO ROTATE(자동 회전)        
버튼을 탭해서 화면 회전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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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제거
태블릿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여 저장 장치 메모리를 비울 수 있         
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길게 탭하여 왼쪽       
위 모서리의 Uninstall(설치 제거) 영역으로 끌어갑니다.

또는 APPS(앱) > Settings(설정)로 이동하여 Apps(앱)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할 애플리케이션을 탭하고 Uninstall(설치 제거)을 탭한      
다음 설치 제거를 확정합니다.

개인

동기화

태블릿의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동기화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정에 대해 동기화하는 데이터 유형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플, Gmail 및 캘린더 같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계정의 데이터         
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태블릿에 로그인한 첫        
번째 Google 계정이나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특정 계정에서만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피플 또는 캘린더 같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태블릿에서 변경한        
모든 내용은 인터넷에 동기화된 복사본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애플       
리케이션은 인터넷의 계정에서 정보를 복사하기만 합니다. 태블릿에서      
정보를 직접 변경할 수 없고 인터넷 계정에 저장된 정보를 변경해야 합         
니다.

APPS(앱) > Settings(설정) > [계정]을 탭하여 개별 계정의 동기화를        
관리합니다.

Gmail 및 캘린더 같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추가적인 동기화 설정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Menu(메뉴) 버튼(점 세       
개)을 탭한 다음 Settings(설정)를 탭합니다.

참고

태블릿에 사전 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중요

Android 운영 체제에 익숙한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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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Google 계정
개인 연락처 계정, 비즈니스 연락처 계정과 같이 Google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계정 설정 부문에서 이들을 액세스하고 동기화할 수 있습        
니다. APPS(앱) > Settings(설정) > Add account(계정 추가)를 탭합        
니다.

언어 및 텍스트 옵션 변경

APPS(앱) > Settings(설정) > Language & input(언어 및 입력)을 탭        
하여 위치 및 언어 입력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시스템

날짜 및 시간 설정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려면 APPS(앱) > Settings(설정) > Date &        
time(날짜 및 시간)을 탭합니다.

알림 설정

기본적으로 태블릿에 미리 정의된 알림이 두 개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추가 또는 편집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Clock(시계)을 탭하고      

 아이콘을 탭합니다. 미리 설정된 알림 옆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         

를 탭하여 알림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Menu(메뉴) 버튼 > Add alarm 
(알림 추가)을 탭하여 새 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알림을 탭하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알림 시간을 설정합니다.

• 레이블을 만듭니다(예: 이름).

• 알림을 반복할 날짜를 설정합니다.

•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참고

자주 여행을 하고 서머 타임을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메뉴에서 Automatic date & time(자동         
날짜 및 시간)을 활성화합니다. 태블릿은 네트워크에서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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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의 운영 체제 업데이트

태블릿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장치      
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거나 소프트웨어 옵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APPS(앱) > Settings(설정) > About       
tablet(태블릿 정보) > System updates(시스템 업데이트) > Check       
now(지금 확인)를 탭합니다.

태블릿 재설정

클린 부팅은 태블릿을 초기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클린 부팅을 수행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Settings(설정)를 열      
고, Backup & reset(백업 및 재설정) > Factory data reset(초기 데이          
터 재설정)을 탭한 다음 Reset tablet(태블릿 재설정) 및 Erase        
everything(모두 지우기)을 클릭하여 태블릿을 포맷합니다.

참고

새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데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최대 4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설치 실패를 방지하려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전원 또는         
재설정 버튼을 누르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태블릿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중요

이 경우 모든 개인 정보, 태블릿에 저장된 연락처 및 설치된 프로그램이 모두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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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및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     
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분야 질문 대답

오디오

장치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드셋을 장치에 끼우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헤드셋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장치 볼륨 설정이 음소거된 상태

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볼륨 조절이 최저로 설정되어 있
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메모리

저장소 용량이 사
양에 적힌 것보다 
왜 작습니까?

약간의 메모리가 시스템 보안용으

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파일

내 그림 파일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지원되지 않는 이미지를 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페이지의 지원되는 형식을 참조

하십시오.

내 비디오 파일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되지 않는 비디오를 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의 멀티미디어을 참조하

십시오.

내 음악 파일을 재
생할 수 없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지원되지 않는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의 멀티미디어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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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및 성능

내 장치의 OS 버전

을 확인하는 방법

은 무엇입니까?

APPS(앱) > Settings(설정) > 
About tablet(태블릿 정보)을 탭하

여 OS 버전(커널/빌드 번호)과 기
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를 확인합니다.

내 일련 번호 ID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APPS(앱) > Settings(설정) > 
About tablet(태블릿 정보) > 
Device Information(장치 정보)을 
탭합니다.

전원
장치를 켤 수 없습

니다.

배터리 전원이 방전되었을 수 있
습니다. 기기를 다시 충전하십시

오. 자세한 정보는 8페이지의 태블

릿 충전을 참조하십시오.

저장소

메모리 상태를 확
인하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저장소 상태를 확인하려면 
Settings(설정) > Storage(저장소)
로 이동합니다.

장치의 내부 저장

소가 완전히 또는 
거의 차면 어떻게 
합니까?

설치된 앱을 삭제하거나 미디어 
파일을 micoSD 카드로 옮겨야 합
니다.

잠금 해제  
패턴

내 잠금 해제 패턴

을 잊었습니다.

다섯 번 잘못 입력한 후 잠금 해제 
패턴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Forgotten pattern?(패턴을 잊었

나요?)을 탭하고 Google 계정 사
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태블릿에 활성화된 Google 계정
이 있어야 하고 인터넷 연결이 필
요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      
당 지역 Acer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분야 질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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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소스

참조하려는 정보 : 정보 URL:

태블릿에 관한 최신 정보 www.acer.com

서비스 조회 support.acer.com

열

태블릿을 오래 사
용하거나 충전 중
이면 뜨거워집니다.

장치를 충전할 때 뜨거워지는 것
은 정상입니다. 충전이 끝나면 정
상으로 돌아옵니다.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태블릿을 오래 사용했을 때 뜨거
워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Acer 태블릿은 공장에서 테
스트를 거친 후 출시되었습니다.

분야 질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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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성능

• MTK MT8312 듀얼 코어 1.3GHz 프로세서

• 시스템 메모리:

• 1GB 램

• 8GB 또는 16GB 플래시 메모리

Google Android™ 운영 체제

디스플레이

• 7인치 WSVGA TFT LCD 정전식 멀티터치 화면

• 1024 x 600 해상도

멀티미디어

• 모노 스피커

• 내장 마이크

지원되는 형식

유형 형식

오디오 녹음 AAC-LC, AMR-WB

오디오 재생
AAC-LC, AAC, AAC+ (원시 AAC 아님), AMR-NB, 
AMR-WB, MP3, OGG Vorbis, WAV

동영상 녹화 H.264 BP, MPEG-4 SP, H.263 BP

동영상 재생
H.264 BP, H.264 MP, H.264 HP, MPEG-4 SP, H.263 
BP

:

USB 커넥터

• Micro USB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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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 DC 입력 전원(5.35V, 2A 또는 5.2V, 1.35A)

연결성

• Bluetooth 4.0

• Wi-Fi IEEE 802.11b/g/n

• GSM 850 / 900 / 1800 / 1900MHz

• WCDMA 850 / 900 / 1900 / 2100MHz

• HSPA+ / GPRS / EDGE

• GPS 

카메라

• 전면 카메라

• 0.3MP

• 고정 초점

확장

• microSD 카드 슬롯(최대 32GB)

배터리

• 11.2Wh 2955mAh 3.8V 1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팩 
배터리 수명: 최대 5시간(동영상 재생 테스트 결과에 따라)

참고

배터리 작동 수명은 시스템 리소스 사용에 따른 전력 소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백라이트를 켜거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하는 경우 잦은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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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높이 199mm 

너비 122mm

두께 11.4mm 

무게 323g

환경

온도
작동: 0°C ~ 35°C

비작동: -20°C ~ 60°C

습도(비응축)
작동: 20% ~ 80%

비작동: 2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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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중요 -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이 최종 사용자 사       
용권 계약서("계약")는 귀하(개인 또는 단일 업     
체)와 ACER INC. 및 자회사("ACER") 간에 체      
결되는 법적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대상은     
"ACER", "GATEWAY", "PACKARD BELL" 또는    
"EMACHINES" 브랜드가 붙은 관련 미디어, 인     
쇄물 및 전자적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여 이 계       
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ACER가 제    
공하거나, ACER의 사용 허가자 또는 공급자가     
제공)입니다("소프트웨어"). 그 밖의 어떤 제품    
이나 항목에 관련된 계약도 의도되지 않았으며     
내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함된 소프트웨어 제     
품 또는 그 일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본 사      

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      
치 과정을 진행하지 말고, 모든 설치된 파일 및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귀하의 장치에서 즉시 삭     
제해야 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효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복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소프트에어를 설치, 복     
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계        
약서의 조건 하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미국 및 국제 저작권법과 규정      
뿐 아니라 기타 지적 소유권법과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지 않고,    
사용만 허여됩니다.

사용권 허여

Acer는 본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귀하에게 비독     
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을 허여합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귀하에게 다음 사항이 허용됩      
니다.

1. 지정된 하나의 장치에서만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각 장치마다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     
합니다.

2. 백업 또는 보관 목적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문서를 전자적 방     
법으로 받은 경우 전자 문서를 한 부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다음 사항은 귀하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복사.

2. 본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임대.

3. 본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  
개정 또는 변환.

4. 본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    
일 또는 디어셈블할 수 없으며, 본 소프트웨      
어를 토대로 변형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5. 개인적인 사용 이외에, 소프트웨어를 다른    
프로그램과 병합하거나 수정.

6. 본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재라이센스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Acer에 사전      
서면 통지하여 본 소프트웨어 전체를 제3자     
에게 양도하고 귀하가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제3자가 이 계약서의 내용     
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7. 이 계약서 따라 귀하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8. 해당 수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본 소프트       
웨어 수출, 또는 (i)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등을 포함하여 금지된 개인, 단체 또      
는 국가에 본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의 판      
매, 수출, 재수출, 전송, 전용 또는 공개 (ii)       
미국의 법률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본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 서비스

Acer는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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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R 라이브 업데이트

일부 소프트웨어는 Acer 라이브 업데이트 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자     
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장치에 설치할 수 있게 합      
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귀하는 Acer    

(또는 사용 허가자)가 귀하의 장치에서 사용 중      
인 해당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자동 확인하고 해      
당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귀하의 장치에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및 저작권

본 소프트웨어 및 모든 복사본의 소유권과 지적      
재산권은 Acer 또는 Acer의 사용 허가자 또는      
공급자(해당하는 경우)에게 있습니다. 귀하에   
게는 본 소프트웨어(모든 수정본 및 복사본 포      
함)의 소유권 또는 관련 지적 재산권이 없습니      
다.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되는 콘텐츠의     
소유권 및 관련 권리는 해당 콘텐츠 소유자의      
소유이며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습니      

다. 이 사용권은 귀하에게 그러한 콘텐츠에 대      
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다음 사      
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1. 본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또는 기타 소유     
권 고지 사항을 제거하지 않음.

2. 귀하가 만드는 모든 승인된 복사본에 그러     
한 고지 사항을 포함함.

3. 본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함.

상표

본 계약서가 귀하에게 Acer 또는 Acer의 사용      
허가자나 공급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와 관      
련한 권리를 허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의 부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ACER와 그 공급자 및 사용 허가자는 소프트웨      
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응답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숙련     
된 수준의 성과, 바이러스 없음, 과실 없음, 지원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      
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도 배제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온전한 사용, 온전한 소     
유, 설명대로 작동 또는 비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생적, 부수적 및 기타 특별 손해 배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ACER, ACER의 공급자 또는 ACER의 사용 허      
가자는 모든 파생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영업 이익 손실, 영       
업 정보 손실, 영업 중단, 부상, 개인 정보 손실,        
신뢰성과 성실성에 대한 손실, 과실, 그 밖의 금       
전적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      
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해가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거나, 그     

밖에 본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ACER 또는 그 공급자나 사용 허가자      
의 오류, 실수(과실 포함), 엄격한 책임, 계약 위       
반, 보증 위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됩      
니다. 이는 ACER와 그 공급자 및 사용 허가자       
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제한 및 보상

어떤 이유로 귀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에도(위에 언급한 모든 손해 및 모든 간접 또는       
일반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본      
계약서에 따른 ACER, 그 공급자 및 사용 허가       
자의 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소프트웨     
어에 대해 지불한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책임 제한, 배제 및 부인(보증의 부인과 위에 언       
급한 부수적, 파생적 및 기타 특별 손해)은 비록       
보상이 그 기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귀      
하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해를 배제하거나 책임을 제한하     
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은 귀하에      
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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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귀하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Acer는 여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통보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을 중지해야 합     
니다.

2. 본 소프트웨어 원본 및 복사본 모두를 파기      
하거나 Acer에 반환 및

3. 사용 중이던 모든 장치에서 본 소프트웨어     
삭제.

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보증 배제와 책임 제       
한은 이 계약의 해지 시까지 유효합니다.

일반

본 계약서는 본 소프트웨어의 이 사용권에 관해      
귀하와 Acer 간의 완전한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 이전의 모든 계약, 의견 교환, 제안 및 표현을        
대체하며, 충돌하거나 추가된 조항, 지시, 승인     
또는 유사한 의견 교환보다 우선합니다. 본 계      

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문서에 의       
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 의해 보     
유되는 본 계약서의 내용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유효하며, 본 계약     
서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 제공

Acer의 사용 허가자 또는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      
는 소프트웨어("타사 소프트웨어")는 상업 용도    
가 아닌 개인 용도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귀하는 Acer의 사용 허가자 또는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타사 서비스")에 대해    
손실, 장애, 과부하 또는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      
으로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귀하는 다른 당사자가 타사 소프트웨어     

또는 Acer의 사용 허가자나 공급자의 타사 사용      
허가자의 서비스 및 제품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및 타사 서비스의      
사용은 또한 당사의 글로벌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용 조건 및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등록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Acer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acer.com/    
worldwide/support/swa.htm 또는 해당 지역   
Acer 웹 사이트에서 Acer의 개인 정보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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