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voTab 사용 설명서

K7895

ASUS는 사용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및 패키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
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명서 페이지 수를 줄였습니다.

사용 설명서와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voTab
에 포함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ASUS 지원 사이트 
http://support.asus.com/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충전
사용 시간을 늘리려면 VivoTab를 배터리 모드에서 사용하
기 전에 배터리 팩을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전원 어댑터는 
AC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터리 팩을 충전합니
다.VivoTab를 사용하는 동안 배터리 팩을 충전할 경우, 충
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중요 사항! 모VivoTab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원 공급장치에
서 분리하십시오. VivoTab은 전원에 장시간 동안 연결해 두
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내 사용시 주의사항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기내 서비스와 비행 중 VivoTab를 사
용하는 동안 지켜야 할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문의
하십시오.

중요 사항! VivoTab는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으나(컨
베이어 벨트에 올려 놓는 항목에 포함) 자석 탐지기 또는 막
대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안전 예방 수칙
이 VivoTab는 주변 온도 범위가 0°C(32°F) ~ 35°C(95°F)
인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을 최적으로 사용하려면 권장 환경 온도에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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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

참고: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손상되어 있거나 유실되어 있을 경
우 즉시 구입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  부속된 전원 어댑터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

VivoTab 전원 어댑터

 

기술 문서 및 보증 카드 청소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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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oTab

정면도

전방� ��� ������
내장된 2메가픽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 VivoTab
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
다.

��� 표시등
내장 카메라가 사용 중이면 카메라 표시등이 켜집
니다.

주변광� �� ����
주변광 센서는 사용자의 환경에서 주변광의 양을 
감지합니다. 이 센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주변
광의 조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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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 패널
터치 스크린 패널에서 스타일러스 또는 터치 동작
을 사용하여 VivoTab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Windows® 8 터치 버튼
이 버튼을 터치하여 Start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습
니다. 이미 Start 화면에 있는 경우, 이 버튼을 터치
하면 마지막으로 열었던 앱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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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도

헤드폰� �����크 �� ��� �� �� �����크 �� ��� �� �������크 �� ��� �� �����크 �� ��� �� ����크 �� ��� �� �� �� ��� �� ���� ��� �� �� ��� �� ����� �� �� �� ���� �� ����
이 포트에서는 VivoTab의 오디오 출력 신호를 증
폭 스피커 또는 헤드폰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트를 사용하여 VivoTab를 외부 마이크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마이크 입력 기능의 경우, 잭을 사용해
야만 헤드셋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볼륨 버튼
이 버튼을 눌러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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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리셋 구멍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똑바로 편 종이 클
립을 구멍에 넣어 VivoTab를 강제로 재시작하게 
합니다.

경고! 시스템을 강제로 재시작하게 하면 데이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크
내장 모노 마이크는 화상 회의, 목소리 나레이션 
또는 단순한 오디오 레코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LED 플래시
조명이 낮은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
을 녹화할 때 LED 플래시를 사용합니다.

LED 플래시를 다음 설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AUTO 
(자동)

사진 촬영 시 시스템이 조명 조건에 따라 
LED 플래시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ON(켜짐) 사진 촬영 시 시스템이 조명 조건에 관계
없이 LED 플래시를 계속 사용합니다.

TORCH 
(손전등)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녹화 시 시스템이 
LED 플래시를 지속적인 조명 기구 또는 
손전등으로 사용합니다.

OFF(꺼짐) 시스템에서 LED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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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
내장된 8메가픽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 VivoTab
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거나 고해상도 동영상
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 VivoTab을 켜거나 대기 또는 
초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이들 모드에서 활성화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VivoTab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전원 버튼을 5초 동
안 누르고 있으면 VivoTab을 강제로 끌 수 있습니
다.

중요 사항! 시스템을 강제로 재시작하게 하면 데
이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배터리 충전 표시등
이 투 컬러 LED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시각적
으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색상 상태

흰색 완전히 충전됨.

오렌지색 충전 모드.

흐리게 AC 어댑터가 VivoTab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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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HDMI ��
이 포트는 마이크로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인터페
이스(HDMI) 커넥터용으로 HD DVD, 블루-레이 및 
기타 보호된 콘텐트 재생을 위해 HDCP를 준수합
니다.

��크로 �D �드 �� �D �드 ���드 �� ����
VivoTab에는 microSD, microSDHC 및 
microSDXC 카드 포맷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내장� ��리 ��� �������� 태� ��리 ��� �������� 태���리 ��� �������� 태� ��� �������� 태���� �������� 태� �������� 태��������� 태������� 태�태�
내장 NFC 태그를 사용하여 연락처, 사진, 동영상, 
명함 및 기타 파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NFC 태그를 사용하려면, VivoTab의 NFC 태그를 
또 다른 NFC 사용 가능 장치 곁에 두십시오.

오디오 스피커
VivoTab에는 고품질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기능은 제어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크로 U�B 2.0 ��
마이크로 USB(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2.0 포트를 
사용하여 배터리 팩을 충전하거나 VivoTab에 전원
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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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oTab 충전하기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전원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마이크로 USB 커넥터를 VivoTab에 연결합니다.

전원 어댑터를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VivoTab를 충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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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 번들로 제공된 전원 어댑터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만 사
용하여 VivoTab를 충전하십시오. 다른 전원 어댑터를 사
용하면 VivoTab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VivoTab를 충전하기 전에 전원 어댑터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에서 보호 필름을 벗겨내 위험 또는 상해를 방지하
십시오. 

• 전원 어댑터를 정격 입력이 올바른 소켓 콘센트에 연결하
십시오. 이 어댑터의 출력 전압은 DC5V, 2A입니다.

• VivoTab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원 공급장치에서 분리하십
시오. VivoTab은 전원에 장시간 동안 연결해 두도록 고안
되지 않았습니다.

• 전원 어댑터 모드에서 VivoTab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된 
소켓 콘센트가 장치 근처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VivoTab를 배터리 모드에서 처음 사용하기 전에 이를 8시
간 동안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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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연방 통신 위원회 (FCC) 성명서
본 장치는 FCC (미연방 통신 위원회) 규정 제 15조를 준수
하며,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 본 기기는 해로운 장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 본 기기는 예기치 못한 작동을 유발하는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 되었으며, 
B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치는 RF (Radio Frequency)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고 방출하므로, 지시 사항에 따라 장
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전원을 껐다 켬으로써,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
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
파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 보십니다.

• 기기를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 구매처나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본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안테나를 기타 다른 안테나 또는 전송 장치 등과 
같은 장소에서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기기는 가정용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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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 (RF) 노출 정보 (SAR)
본 장치는 무선 전파 노출에 대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만족합니다. 본 장치는 미국 정부의 연방 통신 위원회 
(FCC)에 의해 RF 에너지 설정의 노출에 대한 방사 한계
를 초과하지 않게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노출 표준은 전자파흡수율 (SAR)로 알려진 측정 단위로 
사용됩니다. SAR 한계치는  
1.6W/kg입니다. SAR에 대한 측정은 다른 채널들 내에 
특정화된 전원 수준에 따른 시험 대상 기기 (EUT) 송신
과 함께 FCC에 의해 적용된 표준 동작 위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장치가 신체에 접촉되었을 때, FCC에 보고된 장치의 최
고 SAR 값은 1.11 W/kg 입니다.

FCC RF 노출 지침에 따라 평가된 SAR 수준을 모두 보
고한 본 장치에 대해 FCC는 기기 인증을 수여하였습니
다. 본 장치의 SAR 정보는 FCC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고, 
www.fcc.gov/oet/ea/fccid 에서 FCC ID: MSQK0X 로 
검색한 후 Display Grant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해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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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적합성 선언
이 제품은 R&TTE 지침 1999/5/EC를 준수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http://support.asus.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책임 제한
소비자께서는 ASUS의 책임에 대한 불이행이나 제품 각 부
분의 결함에 대해 ASUS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 ASUS는 사망을 포함한 시체적 피해 
및 실질적인 재산 피해, 명백한 인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보상할 채임과 의무가 있으며, 본 보증서 내에 
명시된 법률상의 책임 및 의무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
거나 태만에 의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보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ASUS는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ASUS는 본 보증서에서 불법 행위 또는 권리 침해,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청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용 범위는 ASUS제품의 공급자 및 판
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ASUS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A/S 대행사가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2)
소비자의 데이터에 관련한 손해와 분실 (3)ASUS 제품 공급
자 및 판매자로부터의 보증에 의한 특수한 사고, 우발적 사
고, 또는 간접적 손해, 필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ASUS
는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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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손상 예방
가능한 청력 손상을 예방하려면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청취
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경우 French Article L. 5232-1의 규정에 따라 이 
장치는 테스트를 거쳐 NF EN 50332-2:200 및  
NF EN 50332-1:20000 표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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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

무선 LAN/Bluetooth를 포함하지 않는 장치를 위
한 CE 마크
이 장치는 EEC directives 2004/108/E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자기 호환성)” 및 2006/95/EC “Low 
voltage directive(저전압 지침)”의 요구 사항을 만족합니다.

RF 노출 정보(SAR) - CE
이 장치는 일반인의 보건을 위해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 한
계를 규정한 EU 요구 사항(1999/519/EC)을 충족합니다.

이 한계값은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장 사항
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독립적인 과학 기구에
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개
발되고 확인되었습니다. 모바일 장치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권장 한계의 측정 단위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로서, 
SAR 한계값은 신체 조직 10 g에 평균 2.0 W/Kg입니다. 이
는 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
니다.

인체 가까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장치는 테스트
를 거쳐 ICNRP 노출 지침과 유럽 표준 EN 62311 및 EN 
62209-2를 충족합니다. SAR는 모바일 장치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인증된 최고 출력 레벨을 전송하면서 장치를 인체
에 직접 접촉시킨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ASUS VivoTab 1�

안전 전력 요구 사양
최대 6A의 전류, 3Kg 이상 무게의 제품은 다음과 동등거
나 그 이상 사양의 승인된 전원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H05VV-F, 3G, 0.75mm2 또는, H05VV-F, 2G, 0.75mm2.

ASUS 재활용/수거 서비스
ASUS는 환경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및 수거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의 고객분들께
서 책임감있게 제품, 배터리, 기타 부품은 물론 포장 재료
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
을 거라 믿습니다. 각 지역에 따른 자세한 재활용 정보는 
http://csr.asus.com/english/Takeback.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팅 주의사항

중요! 전기 절연을 통해 전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I/O 포
트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바일 도크의 본체를 코팅 처리
하여 절연합니다.

http://csr.asus.com/english/Takebac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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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폐기

배터리를 올바르지 않은 제품으로 교체할 경
우 폭발의 위험� 있습니다. 더 �상 사용
할 수 없는 배터리의 폐기는 지시사항에 따
� 주십시오.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본 라벨은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해
서는 안됨을 의미합니다.

VivoTab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부분별 재활용을 위해 특별하게 설
계되었습니다. X 표시가 된 바퀴 달린 쓰레기통 
라벨이 부착된 제품 (전기 전자 제품, 수은을 포
함하고 있는 셀 배터리)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전자 제품 폐기에 관련된 
지역 규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VivoTab를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접점을 단
락하지 마십시오. VivoTab를 분해하지 마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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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름: K0X (ME400C)

ASUS VivoTab20

저작권 정보
본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과 소프트웨어들은 보완을 목적
으로 보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SUSTeK COMPUTER 
INC.(이하 “ASUS”)로부터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의 양식이
나 수단을 통해 다른 언어로 번역, 저장매체로 보관, 복사, 
전달, 재구성 할 수 없습니다.

ASUS 및 VivoTab 로고는 ASUSTek Computer Inc.의 상표
입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2 ASUSTeK COMPUTER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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