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용 TIP

1. 구글 플레이
구글플레이에 가입 및 로그인하시면 더욱 다양한 앱을 설치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로 모드 설정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은 가로 모드 / 세로 모드를 지원하지만, 가끔 가로 모드를 지원 하지 않는 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 ①번 화면과 같이 화면
가운데 부분에 앱이 보여집니다.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설치되어 있는 SET ORIENTATION 앱에서 Landscape로 설정 하면 ②번 화면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①번 화면

②번 화면

③리모컨 하단 네모 버튼

다만, 몇몇 앱은 Set Orientation앱을 사용해서 강제로 돌릴 경우,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 SKT의 옥수수 앱입니다. 옥수수 앱은
강제로 가로 모드로 돌릴 경우, Back key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③리모컨 하단의 네모 버튼을 누르면 앱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3. 음성 인식 사용 방법
Google 앱에 들어가, 맨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좌측에 있는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 음성을 눌러 음성인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네이버 클로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① Google 앱 클릭

③ 설정 클릭

② 우측 하단 메뉴 클릭

④ 음성 클릭 ⑤ 음성 매치 클릭

⑥ 언제든지 ‘Ok Google’이라고 말하세요. [ON]

4. 볼륨 / 화면 설정
-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 음악 앱 사용 시 최대 볼륨으로 사용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최대 볼륨으로 사용하면 튜닝한 EQ 의 효과가 사라져 음질이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원에 따라 스피커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 화질 : 티블렛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MiraVision 에 들어가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3 줄 표시)을 누르면 화질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서 동적
명암비를 비활성화 시키면 더욱 선명한 화질로 티블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동영상 서비스 활용 팁

TV 콘텐츠 앱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 TV 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널 및 콘텐츠 제외)
- 서비스별 무료 시청 혜택
① 옥수수(SKT)
•

밴드데이터 2.2G 이상/LTE 52 요금제 이상 가입자 무료(영화/방송 VOD)

•

BTV 사용 시 무료

② 올레 TV 모바일(KT)
•

LTE 데이터선택 54.8 이상 및 Y24, 54.8 이상 요금제 가입자 2년 무료(VOD)

•

올레tv 15 이상 요금제 신규/재약정 가입 시 3년 무료(’19.3.31 가입까지)

③ 비디오포털(LG U+)
•

데이터 요금제 1.3 이상/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무료 (영화, VOD, 프로야구)
–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차등 적용, 자세한 사항은 LG U+ 홈페이지 참조

④ 푹TV(pooq)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간 TV 일반화질 무료(지상파, 종편/보도, 스포츠)

⑤ 티빙(TVING)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간 TV, 정주행 채널, 티빙라이브 무료

※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별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6. Emergency TIP: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는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경우, 후면의 파워버튼을 길게 10 초 누른 후, 다시 3 초 누르면 티블렛이 리부팅 후 정상 작동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