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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Venue
시작 가이드

상태 표시줄
모든 화면의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는 수신된 알림 메시지에 
대한 아이콘과 휴대폰의 상태 및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알림 영역 상태 영역

알림 영역 – 부재중 전화, 새 이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상태 영역 – 배터리 충전량, 충전 진행 상황, 알람 설정, 네트워크 
연결 등에 대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휴대폰 상태와 알림 메시지 목록을 표시하는 알림 패널을 열려면 
상태 표시줄을 터치한 후 화면 하단에 끌어다 놓습니다. 

목록에서 알림을 터치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이 
열립니다.

알림 패널을 닫으려면 패널 하단의 탭 을 터치한 후 화면 
상단에 끌어다 놓습니다.

Dell Stage
이 휴대폰에서는 7가지의 홈 화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표시되는 Dell Stage 위젯을 사용하면 최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락처, 음악, 사진 등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휴대폰 정보

길게 눌러 전원을 
켜거나 끔

볼륨 버튼

카메라 
버튼

홈뒤로

벨 소리/ 
무음 버튼

3.5mm  
헤드셋 커넥터

메뉴마이크로 
USB 커넥터

전원/잠금  
버튼

 1.  뒷면 커버를 분리합니다.

 2. SIM 카드와 microSD(옵션) 카드를 삽입합니다.

참고: SIM 카드와 microSD 카드가 기본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4. 뒷면 커버를 닫고 휴대폰을 충전합니다.

충전 시간: 
최대 2시간

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 통화 기록 또는 즐겨찾기에서 연락처를 선택하거나 
화면 다이얼패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버튼을 
터치하여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화면의 다이얼패드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누른 후   

버튼을 터치하여 전화를 

겁니다.

통화 중 최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른 후 

해당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통화 중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연 경우 다시 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려면 
상태 표시줄을 터치한 후 화면 
하단으로 끌어다 놓고 현재 
통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전화 응답 또는 거부하기
전화를 받을 때 수신 전화 화면에 발신자 ID가 표시되며, 
연락처 목록에 정보가 저장된 발신자인 경우 수신 전화 
화면에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전화를 받으려면  

 버튼을 터치한 후 

화면 오른쪽으로 끕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버튼을 터치한 후 

화면 왼쪽으로 끕니다.

중국에서 인쇄.

이 문서의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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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바로 가기 또는 
폴더를 추가하려면 홈 
화면의 빈 곳을 손가락으로 
길게 누른 후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소셜 위젯 –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위젯 – microSD 
카드에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바로 가기나 위젯과 같은 
항목을 이동하려면 해당 
항목을 길게 누른 후  
새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항목을 삭제하려면 해당 
항목을 길게 누른 후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연락처 위젯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연락처를 
터치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휴대폰의  
홈 화면 모양은  
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홈 위젯 – 현재 날씨와 

최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어디에서든  

버튼을 터치하면 Stage 홈으로 

이동합니다.

홈 화면을 좌우로 탐색하려면 손가락을 화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밉니다.
기본 홈 화면

잠금 화면
휴대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됩니다. 절전 모드를 끝내려면 전원/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잠금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에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버튼을 터치하여 오른쪽으로 

끕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하여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하려면 홈 

화면의  버튼을 터치한 후 

설정 →  위치 및 보안

→ 화면 잠금 설정을 터치하여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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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카메라로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여 microSD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려면 휴대폰 우측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 찍기

1.  아이콘을 터치하여 카메라 위치 로 끌어다 놓습니다.

2. 카메라 버튼을 반만 눌러 초점을 맞춘 후 완전히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비디오 촬영하기

1.  아이콘을 비디오 위치 로 끌어다 놓습니다.

2. 화면 구도를 정한 후  버튼을 터치하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3. 촬영을 끝내려면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 터치 제스처
이 휴대폰에는 멀티 터치 화면이 채택되어 손가락으로 화면 
콘텐츠의 위치를 이동하고 메뉴를 스크롤하고 사진을 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화면 키보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wype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폰인 경우 화면 키보드 상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원하는 키를 계속 밀어서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wype 기능을 사용하여 
단어를 입력하려면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누른 후 손가락을 
떼지 않고 단어의 다음 문자를 
차례로 밉니다. 그런 다음 
단어의 마지막 문자에서 
손가락을 뗍니다.

커서 왼쪽의 문자를  

삭제하려면   버튼을 
터치합니다.

참고: Swype 사용 방법을 

보려면 Swype 키 를 
터치한 후 도움말 화면의 
자습서 또는 추가 도움말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메시지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문자(SMS)와 멀티미디어(MMS)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메시지 보내기

1. 홈 화면 또는 시작 

관리자에서 메시지 

 버튼을 터치합니다.

2. 새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3. 받는 사람 필드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4. 메시지 작성 필드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참고:  버튼을 
터치하면 제목을 
추가하거나 파일을 
첨부하거나 이모티콘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5.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Wi-Fi 및 Bluetooth
Wi-Fi를 켜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1.  버튼을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버튼을 터치한 후 설정 을 터치합니다.

3.  무선 및 네트워크→ Wi-Fi를 터치하면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검색합니다.

4. 연결하려는 네트워크를 터치합니다.

Bluetooth를 켜서 휴대폰을 감지 가능 상태로 만들기 

1.  버튼을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버튼을 터치한 후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Bluetooth 설정을 터치합니다.

3. Bluetooth를 터치하면 Bluetooth가 켜집니다.

4. 감지 가능을 터치하면 휴대폰이 Bluetooth 감지 기능 
상태로 됩니다.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하기 

1. Bluetooth를 켭니다.

2. 휴대폰에서 페어링하려는 장치의 ID를 터치한 후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버튼을 사용하면 웹 페이지를 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 8개의 브라우저 창을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려면 홈 화면  

또는 시작 관리자에서 브라우저 

 버튼을 터치합니다.

웹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URL 검색 또는 입력 필드에 

주소를 입력한 후   버튼을 
터치합니다.

웹 페이지를 상하로 탐색하려면 
화면에서 손가락을 아래 위로 
밉니다.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로 
이동하려면 해당 링크를 
터치합니다.

웹 페이지의 특정 섹션을 확대 
또는 축소하려면 스트레치 또는 
핀치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새 브라우저 창을 열려면  버튼을 터치한 후 새 창 을 
터치합니다.

다른 브라우저 창으로 전환하려면  버튼을 터치한 후 

창  아이콘과 열려는 창을 차례로 터치합니다.

검색
Google 검색을 사용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와 항목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

1.    홈 화면 또는 시작 
관리자에서 Google 검색 

 버튼을 터치합니다.

2. 검색창에 검색하려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키워드와 일치하는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3. 해당 결과를 터치하거나 

  버튼을 터치하여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려면 

Google 검색 회면에서  

 버튼을 터치한 후 해당 

옵션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에 액세스하여 
다운로드한 후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을 
열어 무료 및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십시오.

참고: 안드로이드 
마켓을 열기 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드로이드 마켓을 열려면  
홈 화면 또는 시작 관리자에서 
마켓  버튼을 터치합니다.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려면 앱스를 터치한 후 해당 
카테고리를 터치합니다.

 버튼을 터치하면 마켓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이미 
다운로드한 항목을 보려면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추가 정보
Dell 모바일 동기화 도구를 사용하면 휴대폰과 컴퓨터 간 
연락처와 음악 및 사진과 같은 개인 콘텐츠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Dell 모바일 동기화 도구를 설치하려면  
microSD 카드에 있는 동기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휴대폰의 각종 기능 및 고급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D 카드에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ell 모바일 동기화 도구 및 사용 설명서는 또한 support.
dell.com/manuals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작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시작 관리자에는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기타 
소스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시작 관리자를 열려면  

홈 화면에서   버튼을 
터치합니다. 

시작 관리자 화면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열려면 
해당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바로 가기를 만들려면 
휴대폰이 진동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길게 누른 후 홈 화면의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Swype 및 안드로이드 키보드 간 전환하기

1. 텍스트 편집 팝업 창이 나타날 때까지 텍스트 필드를 길게 
누릅니다. 

2. 입력 방식을 터치한 후 원하는 키보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메시지에 제목을 추가하거나 미디어 파일을 첨부할 
경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자동으로 
MMS로 전환됩니다.

밀기 – 메뉴 또는 웹 페이지를 상하로 
탐색하거나 화면에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빠르게 
밀면 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바뀝니다. 

핀치 – 웹 사이트, 지도 또는 사진을 
축소합니다.

두 손가락을 가까이 모으면 화면 
내용이 축소됩니다.

스트레치 – 웹 사이트, 지도 또는 
사진을 확대합니다.

두 손가락을 벌리면 화면 내용이 크게 
확대됩니다.

화면 방향
화면은 휴대폰을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세로에서 가로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휴대폰을 가로 방향으로 기울이십시오. 가로에서 세로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화면이 전환된 경우, 화면 내의 콘텐츠는 자동으로 스크린 크기에 맞춰 조정됩니다.

참고: 기본 홈 화면과 시작 
관리자 화면은 항상 세로 방향으로 
표시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는 
화면 방향 전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