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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 product

1. Protective cover

2. Stopping lines

3. iPad mini holder

4. Product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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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and using the folio with your iPad mini
Setting up your folio

Open the folio and insert your iPad mini in 
the iPad mini holder.
Using your iPad mini
Opening the folio wakes your iPad mini. 
Closing the folio puts your iPad mini into 
sleep mode.

Two viewing positions
The folio provides two viewing positions—
one for viewing media and another for 
browsing. 
To view media, move the iPad mini holder 
into the media position, aligning it with one 
of the stopping lines to secure it:

The stopping line you align with determines 
the viewing angle:

To browse, fold your folio in half.

Media position—3 angles

Brows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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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Product Central
There’s more information and support 
online for your product. Take a moment to 
visit Product Central to learn more about 
your new folio.
www.logitech.com/support/foliomini
Browse online articles for setup help, 
usage tips, and information about 
additional features. 
Connect with other users in our Community 
Forums to get advice, ask questions, and 
share solutions.
Find a wide selection of content including:
•	Tutorials
•	Troubleshooting
•	Support community
•	Online documentation
•	Warranty information
•	Spare parts (when available)

Troubleshooting
My iPad mini won’t stand in the media 
position.
•	Make sure your iPad mini is inserted in 

the iPad mini holder correctly, and is 
aligned correctly with the stopping lines.

My iPad mini won’t wake when I open 
the folio, and doesn’t go into sleep mode 
when I close it.
•	Make sure your iPad mini is inserted in 

the iPad mini holder the right way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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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識產品

1. 保護殼

2. 擋滑線

3. iPad mini 固定插槽

4. 產品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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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合您的 iPad mini 設定與使用折疊保護組
設定折疊保護組

開啟折疊保護組，然後將 iPad mini 插入到 
iPad mini 固定插槽。

使用 iPad mini
打開折疊保護組即可喚醒 iPad mini。
蓋上折疊保護組會使 iPad mini 進入休眠
模式。

兩種檢視位置

折疊保護組提供兩種檢視位置，一種用於
觀看媒體，另一種用於瀏覽。

若要觀看媒體，請將 iPad mini 固定插槽移 
入媒體位置，對齊一條擋滑線以將其固定。

對齊的擋滑線會決定觀看的角度：

若要進行瀏覽，請將保護組對折放置。

媒體位置 - 3 種角度

瀏覽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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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訪「產品中心」
您的產品在網路上還有更多的相關資訊與
支援。請抽空造訪「產品中心」，深入瞭
解您的新折疊保護組。

www.logitech.com/support/foliomini
請瀏覽線上文章，瞭解設定說明、使用秘
訣與其他功能的相關資訊。

您還可以和「社群論壇」中的其他使用者
保持聯繫以獲得建議、提出問題，以及分
享解決方案。

可以選擇各式各樣的精采內容，包括：

•	教學課程

•	疑難排解

•	支援社群

•	線上文件

•	保固資訊

•	備用零件 (如有提供時)

疑難排解
iPad mini 無法直立放置在媒體位置上。
•	請確認 iPad mini 是正確插入到 iPad mini 

固定插槽，且正確對齊擋滑線。

打開折疊保護組時無法喚醒 iPad mini，蓋
上時無法進入休眠模式。

•	確認 iPad mini 是以正確的方式插入到 
iPad mini 固定插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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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1. 보호 커버
2. 스토핑 라인

3. iPad mini 홀더
4. 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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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mini에서 폴리오 설정 및 사용
폴리오 설정

폴리오를 열고 iPad mini를 iPad mini 홀더
에 넣으십시오.

iPad mini 사용

폴리오를 열면 iPad mini가 켜지고, 폴리오
를 닫으면 iPad mini가 슬립 모드로 전환
됩니다.

두 가지 보기 위치

폴리오는 미디어 감상과 탐색용의 두가지 
뷰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감상을 위해서는 
iPad mini 홀더를 미디어 위치로 이동한 후 
스토핑 라인 중 하나에 맞춰 고정하십시오.

정렬하는 스토핑 라인에 따라 보기 각도가 
결정됩니다.

탐색하려면 폴리오를 반으로 접으십시오.

미디어 위치—3가지 각도

탐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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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entral 방문
온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와 지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duct Central
에는 폴리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
습니다.
www.logitech.com/support/foliomini
설정 도움말, 사용 팁 및 추가 기능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Community Forums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면서 질문과 조언을 교환하고 솔루
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사용 지침

•	문제 해결

•	지원 커뮤니티

•	온라인 문서

•	보증 정보

•	예비 부품(해당되는 경우)

문제 해결
iPad mini를 미디어 위치에 세울 수 없습
니다.
•	iPad mini를 iPad mini 홀더에 제대로 삽입
하고 스토핑 라인에 맞게 정렬했는지 확
인하십시오.

폴리오를 열어도 iPad mini가 켜지지 않고 
닫아도 슬립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iPad mini를 iPad mini 홀더에 제대로 삽입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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