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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94

3 검색 지역을 선택하세요.

4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 미리보기 화면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메뉴 실행

방송 녹화

캡처

해당 채널의 미리 
보기 화면

Q슬라이드로 보기

볼륨 조절

선호 채널 
등록/해제

원하는 채널 선택

녹화/캡처한 파일 
확인

스피커로 듣기

터치 잠금

DMB(TV) 기능 알아두기
• DMB(TV) 및 라디오 방송은 방송국의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하므로 수신 

지점 사이에 고층 건물이나 산 등이 있는 지역 또는 지상파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나 건물 내부, 음영 지역에서는 수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신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해 주세요.

•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화면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방송권역 또는 서비스 지역이 달라지면 채널을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 충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방송을 시청할 때는 배터리 소모가 많아집니다.

• 제품을 가로로 돌리면 넓은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시청 중 녹화, 캡처된 파일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국의 소유이며,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본 제품은 고화질 DMB 방송을 지원합니다. 만약 고화질 DMB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HD DMB 방송 센터 

홈페이지(www.hd-dmb.com)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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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2

고객 안내

제품 주의 사항
•	 외장	메모리	카드,	Nano-SIM	카드를	잘못	끼울	경우	제품이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장시간	고정된	화면으로	제품을	사용하면	화면	잔상	또는	얼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면을	꺼두거나,	동일한	화면을	

오랫동안	띄우지	않도록	하세요.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고객 안내
•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구입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집니다.	

•	 충전한	배터리는	자연방전이	되며,	저온이나	고온에	방치하는	경우	

배터리	사용	시간은	더욱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사용시간이	구입	시	보다	반이상으로	떨어지면	가까운	LG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새	배터리를		교체	또는	구매하세요.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고객 안내
•	 본	제품에	탑재된	GPL,	LGPL,	MPL	및	그	외	오픈	소스	라이선스	하에	

개발된	소스	코드를	얻으려면	http://opensource.lge.com을	방문하세요.	

소스	코드를	비롯하여	해당하는	모든	라이선스의	내용	및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후	3년	내에	opensource@lge.com으로	e-mail을	

보내	본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	코드를	요청하실	경우	

매체	비용,	운반비	등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CD-ROM에	

담아	제공해	드립니다.

http://opensource.l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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