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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톡 프리미엄 설치 설명서

1. Micro SD Card를스마트폰의SD 

Card 소켓에장착해주세요.

※ 갤럭시 S6(엣지), 노트5, 갤럭시알파 사용자

는 USB를 스마트폰 충전단자에 방향을 잘 보

시고 장착해주세요.

2. 인터넷주소창에

“sensetalk.liv.kr/down” 을

입력하세요. 

※ 설치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자동

으로 다운이 되지 않을 경우 하단의 '다운로드'

를 클릭해 주세요.

3. 스마트폰상단바(하단 사진의빨간

테두리부분)를밑으로내리시면다

운되고있는파일이보입니다.

4.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 “블루라이트 스크린”이 켜져 있으면 “설치” 버

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블루라이트 스크린”

을 꺼주세요.

※ 센스톡 프리미엄의 설치 버튼을 클릭 시 아

래와 같이 “보안을 위해 알 수 없는... (또는

설치가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➊“설정”클릭

➋“출처를알수없는앱(알수없는출처)” 클릭

➌“이번에만설치허용” 체크해제 ➍“허용”클릭.

※ 설치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뒤로가기 버

튼을 누르면 설치화면이 보입니다.

➊

➋➋

5. 인증번호스티커에있는인증번호

(시리얼 넘버)를입력해주세요.

6.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

치해주세요.

※ 각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완료”와

“열기”버튼이 나타나는데, “완료”버튼을 눌

러주세요.

※ "1.8기가 저장공간 확보" 영어문구가 보일

시 디바이스 내 저장공간 확보 후 설치를 진

행합니다.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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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음성인식 설명서 키보드 사용 설명서

1. 메인화면에서우측상단의
➊"설정" → ➋"오프라인음성인식설정"
을클릭해주세요.

2. “전체”를클릭한후오프라인음성인

식에서 사용하실언어를모두다운

받으세요.

3. “설치됨”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완

료된언어가보입니다.

● 베트남, 태국, 아랍, 터키, 인도네시아어는

오프라인 음성인식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키

보드로 입력하면 번 역이 가능합니다.

● WI-FI 나 데이터 신호가 약할 경우에는 “비

행기 모드 (WI-FI, 데이터 끄기)”로 설정하여

오프라인 통역을 이용하세요.

※ 주의사항

스마트폰에 “클린마스터”나 “DU스피드부스터”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한 통역 프로그

램을 자동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

주세요.

2) 구형폰

설정 ▶키보드 설정 ▶“MultiLing 키보
드”에 체크 (사진 ①참고) ▶기본(기본
값)을 “MultiLing 키보드”로설정(사진

②참고)

한국어및영어외다른외국어를키보드로입력하시려면키보드입력방식을

“센스톡키보드”로변경하셔야합니다.

1) 신형폰

설정▶키보드설정▶스크린키보드(가
상 키보드) ▶키보드관리▶“MultiLing
키보드”켜기▶기본키보드를“MultiLing
키보드”로바꿔주세요.

➋클릭

※ 센스톡프리미엄과 학습의 저작권은 (주)세노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SD카드 장착과정에서 소비자 과실에 의한 휴대폰 파손, SD카드 파손 등의 피해는 (주)세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증번호는 차후에 휴대폰이 바뀔 경우 재입력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인증번호를 잘 보관해주세요. 인증번호 분실 시 (주)세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기기변경은 1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기기변경시 변경료가 부과됩니다)

➋

➊

※ 본 제품의 음성인식, 온라인 통역은 구입 후 3년 간 무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통역과 학습은 무료 사용 가능)

※ “제거”나 “제거 또는 업데이트”로 표시되어

있으면 다운로드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고객센터 연락처 : 02-713-3456 / 02-713-2721

고객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510호 (도화동 트라팰리스)  

평일 : 09 : 30~18시 (점심시간 : 12시~13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