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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 product

1. iPad holder
2. Camera hole
3. Cut out for easy access 

to iPad controls
4. Protective folio
5. Hook
6. Product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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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and using the folio with your iPad
Setting up your folio

1. Open the folio and insert the corner of 
your iPad next to the power button into 
the holder. 

2. Insert the side of your iPad into the 
hook:

3. Push the opposite corner of your iPad 
down into the other holder:

Using your iPad

Opening the folio wakes your iPad:

Closing the folio puts your iPad into 
sleep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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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viewing positions

The folio provides two viewing positions—
one for viewing media and another 
for browsing.
To view media, place your iPad at the angle 
you feel comfortable with:

To browse, fold your folio back along its 
spine:

Detaching your iPad

To detach your iPad from the folio, bend 
back one of the iPad holder corners:

Your iPad is then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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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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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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stand in the media position.
•	Make sure your iPad is inserted in 

the iPad holder correctly, and that the 
viewing angle is between 40 an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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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Pad holder the right way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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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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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ad 홀더
2. 카메라 홀
3. iPad 컨트롤에 쉽게 액
세스할 수 있는 홈

4. 보호 폴리오
5. 후크
6. 제품 설명서

1 2

3

620-00xxxx.001
PDF

4

Folio i5

www.logitech.com/support/folio-i5



Logitech Folio i5

8  한국어

iPad에서 폴리오 설정 및 사용
폴리오 설정

1. 폴리오를 연 후 홀더에 iPad의 전원 버튼 
옆 부분의 모서리를 끼워 넣습니다.

2. iPad 측면을 후크에 끼워 넣습니다.

3. iPad의 반대편 모서리를 다른 홀더에 밀
어 넣습니다.

iPad 사용

폴리오를 열면 iPad가 켜집니다.

폴리오를 닫으면 iPad가 슬립 모드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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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방법의 거치

폴리오는 미디어 감상과 탐색용의 두 가지 
뷰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감상 시에는 편안한 각도로 iPad를 
거치합니다.

탐색 시에는 측면을 따라 폴리오를 뒤로 접
습니다.

iPad 분리

폴리오와 iPad를 분리하려면 iPad 홀더 모
서리 중 하나를 뒤로 구부립니다.

그런 다음 iPad를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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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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i5
설정 도움말, 사용 팁 및 추가 기능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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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를 미디어 위치에 세울 수 없습니다.
•	iPad가 iPad 홀더에 제대로 삽입되었고 
시야각이 40°와 60° 사이인지 확인하십
시오.

폴리오를 열어도 iPad가 켜지지 않고 닫아
도 슬립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iPad를 iPad 홀더에 제대로 삽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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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gitech.com/support/folio-i5

Taiwan 0800-012-300

Korea 00798-601-8207

Hong Kong 800-966-992

Australia 1-800-025-544

India 800-600-1133

Malaysia 1800-88-0719

Singapore 800-6011-372

New Zealand 0800-4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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