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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는 web 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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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의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나, 본 제품을 처음 사용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외관

스피커

마이크

터치패널

음성 입력 버튼

음성 입력 버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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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
터치패널: 2.4인치 디스플레이
음성 입력 버튼: 누르면서 말합니다.
전원 버튼:
·단말 전원을 켜고 끌 때는 4초 이상 길게 누 릅니다.
·화면을 끄거나 다시 켤 때는 짧게 누릅니 다.
SIM 카드 슬롯: 모바일 네트워크용 nano-SIM 을 삽입합니다.
USB 충전 단자: 부속된 USB 충전 케이블을 삽입합니다.
마이크: 잡음 제거 기능이 탑재된 듀얼 마이크
스피커: 읽어주기 음성이나 그 밖의 소리가 재생됩니다.
스트랩 홀: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SIM 카드 슬롯

스트랩 홀

USB 충전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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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사양

제품명

POCKETALK W시리즈

CPU

ARM Cortex53 Quad-Core 1.3GHz

OS

Android OS 8.1 커스터마이즈 OS

메모리(ROM)

8GB

메모리(RAM)

1GB

액정 디스플레이

터치패널/320x240픽셀

배터리

리튬 이온 충전지

배터리 용량

2200mAh

스피커

내장 스피커

스피커 출력

1.5W x 2

마이크

잡음 제거 기능 탑재 듀얼 마이크

모바일 네트워크 방식

3G : W-CDMA、4G : FDD-LTE

SIM 카드 슬롯

nano-SIM/내장 eSIM(포함된 모델

대응 주파수대

W-CDMA：
Band1、Band2、Band5、Band6、Band19
FDD-LTE：
Band1、Band2、Band8、Band19、Band28b

Bluetooth

Bluetooth 4.0

Wi-Fi

802.11a/b/n/g
2.4 GHz/5 GHz 대역

작동 온도

0℃～40℃

보관 가능 온도

−20℃～45℃

충전 단자

USB Type-C

본체 중량

약 100g

본체 크기

110 × 59.8 × 1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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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본 제품을 분해·수리·개조하지 마십시오.
폭발, 화재, 부상, 감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이나 더운 날씨일 때의 차량 내부, 화기나 난로 옆 등,
고온인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강한 충격을 주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물을 끼얹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젖은 손으로 단자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액 누출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액체가 의복이나 몸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 다량의 물로 씻어 낸 후,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제품에서 악취, 변형, 변색, 연기가 나오는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및 본
제품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지원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박 조율기나 제세동기 등 의료용 전기 기기와 전파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용 전기 기기와 단말 사이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의료용 전기 기기에 관한 특유의 정보에 관해서는 의사 및
의료용 전기 기기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말이 심박 조율기나 제세동기
등 의료용 전기 기기와 간섭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본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위한 주의 사항

·조작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며, 본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본 제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하실 때는 동봉된 USB 케이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충전하고 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말을 지면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평평한 장소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온도 -20℃~45℃, 결로되지 않는 범위의 습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말을 청소할 때는 먼저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단말을 물 등으로 적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젖었을 때는
부드러운 마른 천 등으로 닦으십시오.
·단말을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갑자기 옮기면, 외부가 결로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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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에 단말을 따뜻한 장소에 두고,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환기구는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래나 먼지 등이 단말에 닿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피부가 장시간 닿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위에서 잠들거나 담요, 베개, 또는 몸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단말을 다른 전자 기기 위에 두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본체(제품을 든 손)를 몸에서 15mm 이상 떨어뜨린 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의 인체 흡수에 관한 기술 기준 및 전파 보호의 국제
가이드라인에 적합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도중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행 중에는 주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음량을
올리지 마십시오.
·헤드폰으로 들을 때는 음량 설정에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큰 음량이 나와 청각을 손상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상자/외장
패키지의 분리수거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 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분 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식별 마크는 상자 겉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의 파기에 관해서
파기 방법에 관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 지방자 치단체의 폐기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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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

ON

충전하기

전원 넣기/전원 끄기

그림과 같이 본체에 케이블을

본체 우측의 버튼을 4초 이상 길게

삽입해서 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누릅니다.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할 때는 별도
시판되는

USB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표시 언어 변경하기

표시 언어를 변경하려면 왼쪽 윗부분의 아이 콘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시스템
언어 메뉴 를 터치합니다. 변경 후의 표시 언어를 선택 한 후에 오른쪽 위의 OK
버튼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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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왼쪽 위의 설정 버튼으로 설정 화면을 엽니 ·설정화면상부3G,Wi-Fi,
Bluetooth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기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하는 기기의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i-Fi 연결 방법
Wi-Fi Settings

XXX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XXXXXX-XXX

·왼쪽 위의 설정 버튼으로 설정 화면을 엽니 ·Wi-Fi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위의 버튼이 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연결하려는 Wi-Fi의 SSID를 선택하고,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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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기

We serve a drink
for customers who
have made
reservations.
예약하신 손님께는 서비스로
음료를 한 잔 드립니 다.

日本語

English

음성 입력 버튼을 누른 채로 말하고,

번역 결과를 표시하고, 음성으로

말이 끝나면 버튼에서 손가락을

읽어 줍니다. (음성 읽어주기 대응

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인터넷 연결이 필수입니다

바랍니다)

·본체에서 10cm 정도 거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언어 변경하기

日本語

English

번역하는 언어를 변경하려면, 화면에 표시된 언어명 을 터치하고, 변경
후의 언어명을 선택한 후 오른쪽 위의 OK 버튼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위의 마이크 아이콘을 선택하면 음성으로 언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 버튼을 누르면서 언어명을 말합니다.
예: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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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予約をいただいた

기록 확인 お客様には、ドリン

이전

クを一杯サービスし
ております。
We serve a drink for
customers who have
made reservations.

We serve a drink
for customers who
have made
reservations.

최근

예약하신 손님께는 서비스로
음료를 한 잔 드립니 다.
日本語

English

번역한기록은말풍선형식으로1만 건까지 저장됩니다.
길게 누르면, 즐겨 찾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는500건까지저장할수있습니다.
음량 조정하기

음량을 변경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음량 바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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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량 확인하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으로 설 정 화면을 열고,
오른쪽 위의 배터리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변경하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변경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
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터치합니다.
(화면 자동 꺼짐이란, 조작이 없을 때 화면이 꺼질 때
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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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크기 변경하기

글꼴 크기를 변경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글꼴 크기를 선택합니다.

단말 정보 표시하기

단말 정보를 표시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
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인포메이션을 선택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 정보, POCKETALK의 버전 번호
·라이센스 정보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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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기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으로 설정
화면을열고,업데이트확인을 선택합니다.
화면지시에따라업데이트하시기바랍니다.
주)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이거나 Wi-Fi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업데이트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ご予約をいただいた

번역
기록 삭제하기
お客様には、
ドリン

クを一杯サービスし
ております。
We serve a drink for
customers who have
made reservations.

We serve a drink
for customers who
have made
reservations.
예약하신 손님께는 서비스로
음료를 한 잔 드립니 다.
日本語

English

번역 기록을 삭제하려면,번역 결과를 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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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초기화하기

단말을 초기화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초기화를
터치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 기록 삭제
번역 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공장 초기화 상태로 되돌리기
모든 설정이나 기록을 삭제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버전은 유지됩니다.

Pocketalk Center 사용하기

Pocketalk Center를 사용하려면, 왼쪽 위의 아이콘 으로 설정 화면을 열고
Pocketalk Center를 터치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Pocketalk Center를 사용하면 본체의 번역 기록을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기

본제품에관한문의는고객지원페이지에서하실 수 있습니다.
http://rd.snxt.jp/51991
애프터서비스 이용에 관해서는
아래 URL을 눌러 소스 넥스트 제품의 고객 지원 규
약을 확인하세요.
http://rd.snxt.jp/24617
고객 지원은 일본어만 대응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メールによるお問い合わせ

電話によるお問い合わせ

http://rd.snxt.jp/51991

受付時間：
（年中無休）10時〜18時
電話番号：050-52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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