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규격 및 특성

USIM 카드 장착 및 외장메모리 장착

전원 켜기 / 끄기

전화 걸고 / 받기

메시지 작성

전화번호 저장

SCP5026

WCDMA 송신 : 1920~1980MHz

WCDMA 수신 : 2110~2170MHz
사용주파수범위
(MHz)

사용 설명서

GSM 송신 : 880~915MHz

GSM 수신 : 935~960MHz

(Smart Classic)
국내용 USIM카드 장착 (Micro SIM)
① 배터리 커버와 배터리를 분리 합니다.

주파수 안정도

할당 주파수의 ±200Hz 이내

② SIM1 슬롯에

그림과 같이 유심을 밀어 넣습니다.
① 그림에 표시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름

외관 (mm)

중량 (g)

120g (배터리포함)

동작온도

－20°C ~ 50°C

인증 받은 자의 상호

1800-2368

제조자/제조국
가

(주)에이스마케팅

사용주파수범위

② 다이얼 패드 아이콘 터치

① 메시지 아이콘 터치

② 새 메시지 아이콘 터치

① 주소록 아이콘 터치

② 연락처 추가 아이콘 터치

※ 휴대전화 다이얼 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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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마케팅

제조자 / 제조국가

고객센터 (상품 문의 및 A/S 접수)

① 전화 걸고 / 받기

134.0 x 66.8 x 8.9mm

해당 번호를 입력 후 주소록에
저장할 수 있으며 수신된 문자메시지
에서도 연락처 저장이 가능 합니다.

메모리카드 장착 (Micro SD카드)

/ 중국

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 커버를 분리 합니다.

송/수신 주파수 : 2400~2500MHz

②  그림과 같이 메모리카드를 밀어 넣습니다.
② 로고가 화면에 표시 되고 전원이 켜짐
※ 메모리카드는 32G까지 인식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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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안정도

할당주파수의 ±50×10 Hz 이내

※ 종료의 경우 동일하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종료 팝업 창이
뜨며 종료를 터치하면 전원이 꺼집니다.

휴대전화의 상품설명 및 사용설명서는 www.acemobileware.com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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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하는 번호를 입력 하여 전화 걸기

12

③  상단에 보내고자 하는 번호를 입력하거나 선택 후
메시지 입력상자에 입력 후 전송 버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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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하시는 항목들 작성 후 완료
아이콘터치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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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사항

주의사항

주의사항

제품 구성품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켜주세요.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켜주세요.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켜주세요.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켜주세요.

경고! 해
 당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경고! 해
 당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경고! 해
 당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경고! 해
 당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 중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 중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 중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 중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주요 부분 설명

각 버튼 기능

배터리 장착 및 충전

스피커
전면 카메라

·길게 눌러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켜진 상태에서 길게 눌러 종료 / 재시작 /
전원 버튼

터치 화면

비행기모드 / 무음모드 / 진동모드 / 일반 모드 중

(+,-)

선택할 수 있습니다.
·켜진 상태에서 짧게 눌러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안테나 사용에 주의해 주세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핸즈 프리를 사용하거나 정차하여
사용하세요.

·통화품질은 무선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와 배터리

·안테나는 휴대전화 내부에 내장된 마이크
아래에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된 액세서리와 정식 배터리만을
사용하세요.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입니다.

·통화품질이 떨어 지지 않도록 대화 중
안테나 부분을 만지지 마세요.

비행기, 병원, 위험지역 등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전원을 꺼주세요.

·해당 휴대폰은 인체에 바짝 붙여서 사용하지
마시고 25mm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및 병원의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파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해하지 마시고 파손에 주의해 주세요.

임의로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승인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 충전을 하게 되면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속성 물체에 단자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합선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분해하지 마시고
파손상태에서도 사용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주위를 배려하여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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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품 사용 설명서

휴대전화 보관에 주의해 주세요.

·높은 온도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는 전자 회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배터리와 일부 플라스틱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내부회로와 고 정밀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라디오 등의 전자기기 근처에서는
전파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같은 자성을 이용한 제품은 휴대전화에 의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수리를 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가져오며
보증규칙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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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버튼

메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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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버튼

·소리 크기를 조절합니다.

홈 버튼

·비, 습기, 액체 등은 전자회로를 부식시킬 수
있으며 먼지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배터리 장착
① 배터리 커버를 분리 합니다.
②
그림과 같이 충전 단자에 맞게 배터리를
장착 합니다.

·짧게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플래쉬

이어폰 연결 잭

홈 버튼

배터리

충전기

음량 버튼

메뉴 버튼
배터리 덮개

전원 버튼

취소 버튼

케이블 (Micro5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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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터치하여 최근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표시 합니다.

후면 카메라

전자기기 근처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지 마세요.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통해 A/S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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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모든 부속품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대기 상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한 상태에서
터치하여 메뉴를 활성화 합니다.

·짧게 터치 하여 이전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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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및 PC연결
① 그림의 상단 외부 커넥터 연결잭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 합니다.
② PC와 연결시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저장장치로 인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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