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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밀크티

매일 마시는 스마트 교과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기 사용 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밀크T 학습기기 A/S안내는 22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2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밀크T 사용설명서.pdf 2 2016-08-01 오후 1:53:58

목 차
밀크T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02

제품소개

04

구성품 확인
C O N T E N T S

각 부분 명칭

밀크T 기본 설정

06

무선 공유기 설치
학습기기 설정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사용법 안내

10

전원 켜기 / 끄기
화면 잠금 / 해제
필기펜 사용
기기 충전
블루투스 키보드 사용안내

사용 주의사항

17

학습 유의사항

19

업데이트
무선인터넷 사용

학습 서비스

21

A/S안내

22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3

밀크T 사용설명서.pdf 3 2016-08-01 오후 1:53:58

우리아이 스마트 학습성장 프로그램

천재교육

천재교육 밀크T는 전과목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학교 성적을 올려주는 스마트 학습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밀크T와 함께라면
재미있는 공부,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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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천재교육
밀크T
교과서기반
학습콘텐츠

학습
몰입도 UP

차별화된
수학과 영어

매일 학교 공부
시험대비 특강

숙제 해결

1:1
선생님 관리

.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전문 선생님의 개념 설명
. 매일 두 과목씩 전과목 자기주도학습
. 쪽지시험부터 단원평가, 수행평가, 서술형 특강,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든 학교 시험 완벽 대비
. 천재교육 우등생 전과 및 학습백과사전 수록
. 숙제/평가 질문 해결을 위한 전담 선생님의
1대1 맞춤 서비스

첨삭 과외

. 출제빈도가 높은 서술형 문항을 풀면 선생님의
음성이 담긴 개인별 맞춤 첨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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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기본 개념학습부터

수준별 수학

최고수준 단계까지 탄탄한 구성
. 천재교육 대표 수학 문제집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
다양한 문제풀이 수업 가능
. 영미 현지 저자 집필 교재를 바탕으로 12단계로 구성된

수준별 영어

특별학습

천재북클럽

맞춤 영어 학습
. 회화부터 파닉스, 단어, 독해, 문법, 영어 도서관 등
영어감각을 길러주는 총 1,350여개의 방대한 콘텐츠 제공

. 인문학적 지식부터 수과학과 예술감각, 창의사고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콘텐츠

. 교과 및 인문, 역사, 생활과학, 논술 등 다양한 주제의
25종 260여권 이상의 즐거운 e-book 도서관

＊ 밀크T 홈페이지(www.milkt.co.kr) 자료실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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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구성품 확인
밀크T 전용 학습기기 구성품

[밀크T 전용 학습기기]

[필기펜]

[어댑터]

[케이블]
(체험회원 전용)

[무선 키보드 및 전용 케이스(일체형)]

04

밀크T 유료정회원 전용 추가 구성품

[케이블]

[공유기]

[키보드 케이블]

[랜케이블]

[보호필름]

[공유기 어댑터]

※ 구성품의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일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구성품 중 손상된 것이 있으면 밀크T 고객센터 1577-1533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무선 키보드의 경우 과전압으로 인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전원 어댑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 키보드 케이블은 무선 키보드 충전 전용케이블이며, 기기 충전은 갤럭시 10.1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추가 구성품은 AS가 불가하며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유상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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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각 부분 명칭
전원 버튼

음량 버튼

홈 버튼

05

기기 충전 단자

S펜

스테레오
이어폰 연결잭

※터치 화면에 시중에 판매되는 화면용 액세서리를 부착한 경우 일부 센서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거나 제품이 물에 젖을 경우 터치센서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회원 신품기기 수령 후, 기기 화면에 부착된 보호비닐을 제거해 주시고, 동봉된 보호필름을 부착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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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무선 공유기 설치
※ 현재 가정에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 제공되는 무선 공유기의
별도 설치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선을 공유기에 연결

[컴퓨터에서 인터넷 선 분리]

[인터넷선을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 부분에 연결]

가정용 컴퓨터의 전원과 모뎀의 전원을 꺼주세요.
06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인터넷 선을 분리하여 보내드린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 부분에 연결해 주세요.
모뎀 사용시, 모뎀과 연결된 인터넷 선은 그대로 두고, 컴퓨터와 연결된 인터넷 선을 무선 공유기와
연결해 주세요.

② 랜 케이블을 공유기와 컴퓨터 포트에 연결

[랜 케이블을 공유기에 연결]

[랜 케이블을 컴퓨터의 인터넷 포트에 연결]

공유기 구성품 중 랜케이블을 공유기와 컴퓨터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공유기의 전원(모뎀 사용시 모뎀 전원을 먼저 켭니다.)을 켜고 가정용 컴퓨터의 전원을 켠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공유기 설치 방법은 밀크T 홈페이지 [고객센터 > FAQ] 또는 www.netiskorea.com
內 [고객지원 >FAQ]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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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밀크T 전용 학습기기 설정
① 전원켜기

밀크T 전용 학습기기 좌측 상단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부팅 로고가 나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기기 전원 버튼과 키보드 온오프 버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③ 무선 인터넷 설정

밀크T 전용 학습기기 화면의 ‘무선 인터넷 설정’을
눌러 주세요.

② 설정 시작

학습을 시작하기 전, 안내에 따라 기본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설정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④ Wi-Fi 연결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명을 선택해 주세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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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밀크T 전용 학습기기 설정
⑤ 비밀번호 입력

08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르세요.
(※ 와이파이명 비밀번호 분실 시, 통신사 또는
공유기 제조사로 문의 해주세요.)

⑥ 기기 설정 완료

밀크T 학습을 위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Notice (Wi-Fi 이용법)
[Wi-Fi 연결하기]
. 주변의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검색된 무선 네트워크 목록에서 원하는 Wi-Fi를 선택한 후,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르세요.
. 자물쇠가 그려진 보안 Wi-Fi 인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연결한 적이 있는 Wi-Fi 가 있는 경우, 기능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Wi-Fi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Wi-Fi 환경에서 연결을 시도 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곳에서 정상연결이 될 경우, 해당 통신사나 공유기 제조사를 통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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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밀크T 로그인 / 회원가입
밀크T 전용 학습기기 로그인

학습을 위해 밀크T 전용 학습기기 로그인을 하세요.
홈쇼핑 방송에서 체험 신청한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의 해피콜 및 안내문자(SMS)로 받은
임시 아이디 및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홈쇼핑 방송이 아닌 밀크T 홈페이지(www.milkt.co.kr) 등에서 체험 신청한 경우,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밀크T 전용학습기기 회원가입(홈쇼핑 방송 체험 신청 회원만 해당)

홈쇼핑 방송을 통해 체험 신청한 경우 안내된 임시 아이디 및 임시 비밀번호는 인증을 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된 임시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밀크T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입력하실 정보는(학생정보) 이므로 반드시 실제 학습에 사용할 학생의 이름과 아이디를 생성해서 가입해 주세요.
학부모 성함은 휴대폰 명의자의 성함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입력 시, 공란 없이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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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전원 켜기/끄기
밀크T 전용 학습기기의 전원 버튼(하기 이미지의 표시 부분)을 몇 초간 길게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전원을 끄려면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하기 이미지의 표시 부분)을 길게 누른 후,
[디바이스 종료 → 확인]을 선택하세요.
밀크T 학습 프로그램 정지 등으로 인해 강제 전원 OFF시 , 전원버튼을 7~10초간 길게 눌러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0

화면 잠금/해제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화면 조명을 끄면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자동으로 화면의 조명이 꺼진 경우에도 잠금상태가 됩니다.
화면 잠금 상태를 해제하려면 전원 버튼 또는 홈 버튼을 누른 후, 잠금 화면 부분을 아무 방향
(상/하/좌/우 등)으로 스크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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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필기펜 사용
밀크T 전용 학습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필기 펜으로 터치, 드래그 등 모든 터치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필기 펜을 분리한 후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세요.

11

펜촉 교환하기
① 필기 펜의 펜촉을 펜촉 교환기 홈에 맞춰 끼운 후 살짝 잡아당겨 펜촉을 빼내세요.
② 새 펜촉을 S펜에 끼운 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끼우세요.

Notice
. 학습 시에 필기펜을 지나치게 기울여 사용하면 동작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필기 펜 사용 시, 버튼 부위가 민감하여 강하게 눌러 사용할 경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교환한 펜촉을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펜촉 교환 시, 펜촉의 방향을 반대로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 또는 필기 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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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충전하기
밀크T 학습 이전에 충분히 충전을 한 후 학습을 진행하시고, 학습 도중에는 충전기
연결을 제한하여 주세요.
제품을 처음 또는 장시간 방치한 후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제품에 USB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여 충전을 해주세요.
배터리의 과충전, 과방전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도중 일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로 학습하시면 케이블이 구부러져
충전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필히 동봉해드린 L자형 케이블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12

밀크T 갤럭시 10.1 전용 충전 케이블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충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용 충전 케이블 (L자형 케이블) 또는 삼성 정품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형 케이블 눕혀서 사용]

(0)
<올바른 사용법>

[L자형 케이블 사용]

[일자형 케이블을 세워서 사용]

(0)

(x)
<잘못된 사용법>

Notice
.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할 경우, 전력 소모량이 커 배터리가 과소모 되오니 화면 상단에 있는 알림 영역
혹은 기기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화면 밝기를 조절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독서 모드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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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사용환경에 따라 배터리 충전시간과 사용시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표준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시 최대 9시간

배터리 표준 충전 시간

약 340분

제품이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충전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충전 화면이 나타납니다.

[충전 중]

[충전 완료]

Notice
. 삼성전용 충전기 사용 시, 충전시간은 대략 5~6시간 소요됩니다.(전압 2.0A)
. 일반 케이블 충전 시, 20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전압 0.5A)
. 기기를 장기간 끄지 않을 경우, 배터리 과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충전기를 연결하여도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
최소 몇 분간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 USB 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품 밀크T 갤럭시 10.1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승인되지 않은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 시,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제품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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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블루투스 키보드
1. 충전하기
키보드 배터리 잔량이 적을 경우 [Charge]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점멸됩니다.
반짝거리는 [Charge] 표시등은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면 꺼집니다.
위 두 경우, 동봉된 케이블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charge]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키보드가 완전히 충전되는 데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Charge]표시등이 꺼집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충전하실 때에는 동봉된 L자 케이블을 어댑터에 연결한 뒤, 블루투스 키보드에
연결하여 충전해 주십시오.
14

<L자 케이블 어댑터 연결 후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 >

Notice
. 블루투스 키보드를 처음 사용할 경우, 연결하는데 다소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키보드를 켠 후,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경우, 배터리 보존을 위해 키보드의 전원을 꺼주세요.
. 블루투스 키보드는 1회 충전으로 약 40시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환경에 따라 사용시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밀크T 학습기기와 키보드는 별도의 구성품으로 충전은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루투스 키보드는 소모품이라 AS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재사용을 원하실 경우 밀크T에서 유상구매 하거나
또는 갤럭시 노트 10.1과 호환되는 제품을 개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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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2. 블루투스 연결하기
밀크T 런처 우측 상단의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블루투스 화면 우측 상단의 상태버튼을 [켜짐]으로 바꾼 뒤, 켜짐 옆의 검색버튼(화살표 표시)을
눌러 주십시오.
키보드 우측상단의 CONNECT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화면에 해당 키보드가 검색됩니다.
검색된 키보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블루투스 등록 요청 창이 나타나면, 화면에 안내되는 숫자를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해 주십시오.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15

3. 키보드 버튼 안내
CAPS : 대/소문자상태표시등
: 블루투스
Charge : 키보드충전상태표시등
CONNECT : 블루투스 연결버튼
OFF/ON : 키보드 전원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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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4. 키보드 전원절약(ISP) 기능
키보드에는 배터리 절약을 위한 전원 절약 기능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신호가 끊어지거나 태블릿의 전원이 꺼지면, 블루투스 키보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며 절전모드가 실행됩니다. 절전모드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시면 해제됩니다.

16

5. 키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
태블릿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덮개를 강하게 덮을 경우, 태블릿 및 키보드가 파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멀리해 주십시오.
키보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전자파 발생 물질로부터 멀리해 주십시오.
키보드를 구부리거나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기름, 화학물질 또는 액체로부터 키보드를 멀리해 주십시오.
임의로 개조, 분해, 조립을 하거나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 수리나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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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주의사항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어댑터]
어댑터는 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시고, 사용 중 이상이 생겼을 시 즉시
콘센트에서 어댑터를 분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열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구
사이의 틈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어댑터를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플러그에 여러 개의 어댑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전압으로 인한 합선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

[잘못된 사용의 예]

어댑터의 단자에 금속물체 및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합선으로 인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어댑터를 만지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 및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임의로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등 사고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어댑터의 이물질 및 먼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물질 및 먼지는 각종 사고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댑터 및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고객 센터(Tel. 1577-15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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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주의사항

[케이블]
케이블 사용 시, 단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꽂거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잡아 당겨 뺄 경우, 단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18

케이블이 단자와 맞지 않을 때, 억지로 끼워 사용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용할 경우 함께 사용하는 기기에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보관해 주십시오. 구기거나 접어서 보관 시 케이블 내부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 단선, 합선, 감전 등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케이블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피복이 벗겨지거나 연결 및 단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화재 및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케이블 및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고객 센터(Tel. 1577-15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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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유의사항

업데이트
천재교육 밀크T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셔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밀크T 전용학습기기의 홈 화면에서 milkT 관리의
NEW 표시를 확인해주세요.

19

② [업데이트 진행] 버튼을 눌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세요.

③ 업데이트 진행 중에는 홈 버튼 및 취소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milkT가 시작됩니다.

기기를 종료 후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면 자동업데이트가 진행되며,
③번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장공간의 여유가 없을 경우,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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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학습
유의사항

무선 인터넷 사용 환경
밀크T 전용 학습기기는 무선 인터넷(Wi-Fi) 신호가 약하면 학습 중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선 공유기가 가까이 있어 무선 인터넷(Wi-Fi) 신호 강도가 높은 곳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벽, 문 등으로 막히지 않은 곳에서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법
사용법안내
안내

가정에 사용 중인 공유기가 있더라도 구매한 지 1년 이상의 제품일 경우, 동봉한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20

(사용 비권장)

(비밀번호입력 필요)

(사용 권장)

무선 인터넷(Wi-Fi)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보안 암호가 걸려있는지 여부
- 지원하지 않는 보안 설정 여부
- MAC 인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무선 공유기와 연결된 외부 인터넷 망의 정상 작동 여부
- ollehWi-Fi, T Wi-Fi zone, Netspot, U+ CAN 등 통신사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었는지 여부 (사업자 별로 ID, P/W, MAC 인증 필요)

Notice
구글 계정을 등록할 경우, play 스토어에 설정된 자동업데이트 진행으로 인해 학습 중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기화 기능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무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밀크T 고객센터
(1577-1533)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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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학습 서비스

밀크T 학부모 어플리케이션
밀크T 학부모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자녀의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습 알림, 학습 결과 확인, 진도 조정 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크T 학부모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
① 밀크T 홈페이지(http://www.milkt.co.kr)에서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세요.
② 마이페이지로 이동 후 학부모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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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 : 앱스토어)에서
‘밀크티 학부모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신 후, 다운받아 설치해 주세요.
④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학부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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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

밀크T A/S서비스
1. 구매하신 밀크T학습기기는 삼성전자 정품이며 삼성전자 제품보증 규정에 의해
제품품질을보장합니다.
2. 제품 수령 즉시 구성품을 확인해주시고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밀크T 고객센터(1577-1533)으로 연락바랍니다.
3. 무상 보증 기간 내 (수령일로부터 1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기의 고장의
경우 무상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기에 대한 상세 A/S 규정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A/S 대표번호: 1588-3366
-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http://www.samsungsvc.co.kr
5. 밀크T 학습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은 밀크T 고객센터(1577-153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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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 대상 기기 외 부속품 및 소모품(공유기, 무선키보드 케이스, 케이블, 펜, 이어폰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니며, AS 및 무상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7. 삼성 부속품 및 소모품(펜, 이어폰, 기기전용 충전케이블 등)은 밀크T에서 유상판매 하지 않으며,
필요 시 개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밀크T 추가 구성품(무선키보드 케이스, L자형 충전 케이블, 보호필름 등) 중 동일한 제품으로 재사용을
원하실 경우, 밀크T에서 유상구매 하거나 또는 갤럭시 노트 10.1과 호환되는 제품을 개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보증기간 이더라도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상서비스)
- 제품환경을 소비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한 고장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침수, 충격 등)에 의한 고장
- 소비자 임의로 제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여 고장
- 지정 A/S센터 외에서 수리, 분해 등으로 인한 고장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구성품, 액세서리 사용으로 인한 고장
- 천재지변,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한 고장
- 기타 위와 같은 사항에 준하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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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잘 읽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관련
실외에서 천둥, 번개가 칠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이 고장 나거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걷거나 이동 중에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장애물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거나 분리, 수리하지
마세요.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개조, 분리, 수리했을 경우엔 무상

헤드폰 또는 이어폰 사용 시 주의하세요.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높은 음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에 색을 칠하거나 스티커 등을 붙이지 마세요.
제품 외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경사진 곳에 두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떨어질 경우 충격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며,

제품을 자성이 있는 곳이나 자성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두지 마세요.
자기에 의해 제품이 잘못 작동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어린이나 유아 또는 애완동물이 제품을 빨거나 물어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뜯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용카드, 전화카드, 통장, 승차권 등 자성을 이용한 제품은

제품에 손상을 주거나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제품의 자기에 의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은 부품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및 부속품은 동봉해 드린 정품을 사용하세요.

어린이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바른 취급 방법과 사용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제품이 고장

방법을 알려주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날 수 있으며, 과열, 화재, 폭발,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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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련
발열이 심할 경우 제품 사용을 잠시 중단하세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게 즉시 문의하세요.
제품에서 열이 발생한 상태로 피부와 오랜 시간 접속하게 될 경우, 붉은 반점, 색소침착 등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충전기의 수명을 확보하세요.
과다 충전할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과다 방전되는 경우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배터리가 고장 나거나 폭발,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금속 물체와 닿지 않게 하세요.
배터리 충전 단자에 금속이 닿을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배터리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24

고장난 충전기나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배터리를 원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력소모 줄이는 방법
화면 밝기 하향 조정
화면조명, 터치 조명, 자동잠금 시간 줄임
단조로운 배경화면 사용
홈 화면에 표시되는 위젯은 가능한 삭제
통신기능 중 사용하지 않는 기능 OFF
계정동기화를 [자동]→ [수동]으로 변경
[Play 스토어]-[환경설정]-[앱 자동 업데이트] : 비활성화
[환경설정]-[개발자옵션] :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제한 기능 사용
절전모드 설정

발열, 배터리 급방전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용량이 감소하여 오래 사용한 배터리일수록 급방전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전류가 높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 시 급방전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배터리가 불량이거나 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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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관련
손상된 전원 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접속이 불안정할 경우 화재 또는 감전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전원을 꺼 주세요.
운전 중에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제품의 전원을 끄세요.
주유 중에는 제품 사용을 삼가세요.
병원 안에서는 제품의 전원을 끄고, 해당 병원의 규정을 지키세요. 제품의 전자파가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5

속도 느림, 멈춤 현상
재부팅을 통해 CLEAR 해주세요.
기기를 오랫동안 끄지 않고 사용하면 RAM에 필요없는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어 용량이 부족해져 기기가 느려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AM은 전원이 꺼지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초기화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기기를 약 1~2일에 한 번씩 재부팅하여
RAM을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다운로드 목록을 확인하시고 불필요하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어플은 삭제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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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마시는 스마트 교과서

www.milkt.co.kr

http://blog.naver.com/iammilkt
http://band.us/@iammilkt#!/band/60510859
학부모용 : Story.kakao.com/ch/iammilkt
학생용 : Story.kakao.com/ch/iammilktkids

천재교육 밀크T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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