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Doctor Plus
Ranked No. 1 phone examiner in 57 countries

About
Phone doctor plus
우리는 가끔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멈췄다거나 느려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
다. 이 때 휴대폰 어딘가 고장이 났다고 의심은 하지만 정확히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의 이상 증상이 경미하면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서
비스센터나 대리점에 휴대폰을 가져가 테스트를 하면 고장 나지 않았어도 약간의 테스
트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때 집에서도 휴대폰 건강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폰닥터 플러스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자동 및 상호 작용을 이용한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는 휴대폰의 건강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폰닥터는 현재 580만 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대만과
한국 구글플레이에서 추천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만과 한국
의 앱스토어에서 2015년도 최다 다운로드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삼성, 소니 등 매장에서 앱의 테스트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브랜드로서 공식 추천 또는 권장 사용 앱으로 인정받은
앱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버전에 상관없이 개인용 버전
의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테스트항목도 증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앱에서 어떤 테스트가 지원되는지 살펴보
겠습니다. 읽어 보신 후 서둘러 앱을 설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 Over

2 Millions of User's choice of hardware device testing app

✴ Overall
✴ Utility
✴ Avg.

Top1 app in 17 Countries

Top1 app in 57 Countries

4.7+ Stars of Global User Reviews

Feature원터치 테스트

중앙의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이 자동으로 감지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사
용자는 화면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5분 안
에 30개 이상의 기능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
습니다. 원터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 항
목은 차후 단일 테스트 기능을 이용해 다시 테
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

스피커와 마이크

수화기와 마이크

이어폰과 마이크

많은 테스트 앱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들려줄 음

스피커와 마이크 이에도 수화기와 마이크도 녹

이어폰을 기기에 꼽은 뒤 이어폰을 가능한 한

악을 틀어줍니다. 폰닥터는 저주파(300Hz)에

음 및 재생을 위한 장비로 폰닥터는 이를 완벽

휴대폰 마이크에 가까이 놓으십시오. 이어폰에

서 고주파(16kHz)까지 자동 교차 점검을 할 수

하게 고려했습니다.

서 매우 큰 소리가 발생하여 청각에 영향을 미

있으며 자동테스트 외에도 사람의 귀보다 더 정

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

확하게 저주파 및 고주파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이 좋습니다.

습니다.

Checkup List-

전면, 후면, 하단 마이크

플래시

기압계

위를 보시고 테스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놀라실 겁니다. 마이크가 한 개가 아니니까요.
폰닥터앱은 마이크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오디오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동 테스트
사용자는 휴대폰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평평
한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야 합니다. 이 테스트
는 휴대폰 스스로 진동을 감지하는 자동 테스트입
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곳에 놓으면 제대로 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일 때 시스템은 광원을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휴대폰에 기압계 기능이 있는

한 폰닥터는 일반인이 판별하기 힘든 진동의 세기

오판을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 테스트하실 것

지도 모르며 현재 있는 곳의 기압도 얼마인지

를 감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을 권해 드립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압계
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 기압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Checkup List-

모바일 네트워크

블루투스

와이파이(Wi-Fi)

테스트는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 테스트와는 다르게 이 테스트를 위해

블루투스 장치를 켜고 연결하십시오. 이 테스트

가능한 심(SIM)카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네트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와이파이를 켜고

는 블루투스의 시작, 검색 및 연결 능력을 확인

크 칩, IP, 패킷수 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야 합니다.

합니다.

Checkup List-

통화 기능

멀티 터치

화면 터치

이 테스트를 위해 기기에 심카드를 삽입하셔야 합

앞에서 언급한 자동 테스트 기능뿐만 아니라 멀

손으로 밀어 작은 사각형을 제거합니다. 이

니다. 이통통신사, 인터넷, 연결 유형 및 VoIP(인

티 터치도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

는 스크린 터치 및 화면 모서리 부분의 불량

터넷 통화) 지원 여부 등을 테스트합니다.

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원이 표시

문제를 검사합니다.

되면 사용자는 이를 터치하여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3D 터치

방향 센서

전면 흑백 화면과 백색 화면을 통해 화면의 이상 유무

손가락을 중앙에 있는 빨간 원 안에 가볍게 대고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기울여 시간 내에 주황색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면에서는 색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 원이 커지는데, 이 원이

으로 된 작은 공을 동그라미에 부딪치도록 합

나 이상한 선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

밖에 있는 회색 원 크기만큼 될 때까지 누르고 있

니다.

다. 10초 내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으며 두 손가락으

으면 됩니다.

화면 표시

로 스크린을 터치해 테스트를 마칠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자이로스코프 (Gyroscope)

전자 나침반

위치 기능(GPS)

여러분은 자이로스코프가 무엇인지, 휴대폰에 자

휴대폰을 평평하고 안정된 곳에 놓아야 합니

시스템은 주소와 위치를 보여주며 사용자는 지

이로스코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됩니다. 휴

다. 그 다음 휴대폰을 원을 그리며 회전을 시킵

도나 주소에 따라 사람이 근처에 있는지 답해

대폰을 몇 번 흔들기만 하면 폰닥터는 기기 내

니다. 이때 포인터가 원의 각 부분을 감지할

야 합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나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회전 속도가 빠르면 실

큰 차이가 없다면 정상입니다.

에 탑재된 자이로스코프가 정상인지 알려줍니
다. 테스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심하
게 흔들어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잡고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될 수도 있습니다.

패할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

근접 센서

슬립버튼(전원버튼)

손을 휴대폰 상단 끝 부분에 가까이 대면 휴대

슬립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그러면 화면 캡처 기능이 작동합니다.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인

폰은 이를 감지한 뒤 신호음을 냅니다. 그러면

경우 홈버튼과 슬립버튼을 함께 누르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직접 슬립버튼을 누르십시오. 스크린

손을 떼면 됩니다.

이 성공적으로 꺼진 뒤 다시 슬립버튼을 누르면 테스트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

무음버튼

볼륨업 버튼과 볼륨다운 버튼을 1초 이상 간격
으로 차례대로 누르세요. 너무 빠르게 누르면
시스템 판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

무음버튼
지시에 따라 음소거 버튼을 양쪽으로 밀기만 하
면 됩니다. 볼륨 버튼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버튼
을 밀 때의 시간 간격은 1초 미만이 되면 안됩니
다. 그렇지 않으면 판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는 고장난 버튼의 경우 빠르게 켜지고 꺼지거
나 무작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Checkup List홈버튼 (Home Button)

이 테스트 항목은 OS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iOS사용자는 홈
버튼을 두 번 눌러 앱 목록을 열어야 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홈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으로 돌아간 뒤 앱으로 돌아와 테스트
를 마치면 됩니다.

카메라

전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한 장씩 찍은 뒤 사진이
선명한지 확인하십시오.

Checkup List페이스 아이디(Face ID)

안면인식

이 테스트 역시 전면,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한

사진을 사용하는 얼굴 인식 테스트와는 달리 페이스아이디 테스트는

다. 렌즈가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통과 여부를 판

실제 사람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정상 여부를 판

단한다.

단합니다.

Checkup List-

충전단자
iOS사용자는 충전케이블을 충전단자에 꼽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휴대
폰은 전류가 흐르는지를 감지하고 테스트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휴
대폰이 충전 중인 상태에서 이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먼저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사용 안내에 따라 제
한 시간 내에 충전기를 연결 및 분리해야 합니다.

Checkup List터치 아이디 (지문인식)

무선 충전

NFC

입력해야 한다. 새 휴대폰으로 테스트를 하는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서 무선 충

이 부분에서의 테스트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다릅니다. 안

경우 먼저 휴대폰에 지문을 등록한 뒤 테스트

전 감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나 이 기능이 없는

드로이드 폰의 경우 NFC칩이 있는 카드만 터치하면 되지

를 해야 합니다.

경우 이 테스트를 건너 뛸 수 있습니다.

만 iOS에서는 시스템상의 제한으로 인해 NFC태그로 감지
해야 합니다. 무선 충전과 마찬 가지로 iOS 사용자의 기기
에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테스트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

S펜 (삼성 노트 시리즈)
폰닥터는 삼성 노트 시리즈를 위한 S펜 테스트도 지원합
니다. 이 테스트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는 S펜을 스크린 위에 올려 놓기만 합니다. 그럼 색상이
변경 됩니다. 2단계에서는 S펜촉을 화면에 사각형을 터
치합니다. 터치 후 사각형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Checkup List삼성 녹스(Knox) 테스트

광 센서

안드로이드 루트(Root)

삼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테스트입니

휴대폰이 루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안드로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 가능한 테스트 항목으

다. 녹스(Knox)는 삼성 고유의 보안 기술로 녹

이드용 테스트입니다.

로 휴대폰을 빛에 가까이 하여 테스트를 진행

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품 보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합니다.

Checkup List이어폰잭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로 안내에 따라 시간 내에 이어폰을 꼽고 분리하세요. 너무 빠르게 꼽고 빼면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up List사양

자신이 알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과 용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휴대폰의 사양이 사용자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비교
를 합니다. 이로써 사용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Checkup List하드디스크 (HDD)

CPU

주로 하드디스크의 공간 및 읽고 쓰기 속도를 측정합니다. 앱은 자동으

프로세서의 정보를 읽어 들여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델, 코어

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수, 아키텍처, 캐시 크기 및 성능 지수 등이 포함됩니다.

Checkup List-

메모리

이 테스트는 메모리, 액세스 속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앱은 이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iOS버전
모델에 따라 다른 테스트 항목을 지원하지만 iOS와 안드
로이드 버전에 따라 인터페이스 및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
다. 기능 목록에서 '휴대폰 상태'를 누르면 기기의 배터리,
용량, 프로세서, 메모리, 사양 및 인터넷 사용량 등의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iOS feature

배터리
배터리 테스트는 배터리 사용 시간, 충전 상태, 충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기록은 폰닥터
앱을 설치한 뒤 기록됩니다. 배터리 사이클 수는 배
터리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매번
충전할 때 폰닥터앱을 작동 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
요. 그래야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iOS feature

용량

용량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총 저장 용량과 사용 중인 용량
을 비롯해 SSD 읽기 및 쓰기 속도도 보여줍니다. 왼쪽으
로 화면을 밀면 오른쪽에 각 앨범의 사진수가 나타나며 이
를 보고 정리해야 할 것들을 확인합니다.

iOS feature

메모리

CPU
프로세서 섹션에서는 단일 코어, 멀티코어 등 두

니다. 자세한 사용 현황을 살펴 보거나 메모리 정

종류의 점수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는 각종

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약간의 아쉬움

CPU 성능을 비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이 남습니다.

가치 있는 수치입니다.

iOS feature

사양

네트워크

이 부분은 디바이스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줍니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다. 모델번호, 사이즈 등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

할 수 있으며, 매달 인터넷 접속 사용을 설정할 수 있습

해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부품 등 4가지 항

니다. 월마다 제한된 용량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

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게 아주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For Android
version
안드로이드의 경우 시스템 제한이 iOS만큼 많지 않기에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폰닥터 개발팀은 안드로이브 버전을 대폭 업그레이
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딱딱했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개선했고, 새로
운 기능들도 정성을 다해 탑재시켰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께 이번
버전에서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Android feature
하드웨어 상태

먼저 하드웨어 상태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테스트에 통과하거나 실패한 항목의
수가 표시됩니다. 화면 하단에는 iOS와 동일하게 배터리 수명, 용량,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누른 뒤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oid feature

검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만 가능한 검사 기능은 기기 내부 부품의 정품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리를 맡기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데 매우 적
합합니다. 가끔 우리는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긴 뒤 기기 내 부품이 바뀔까 걱
정하기도 합니다. 이때를 위해 폰닥터는 먼저 기록을 하고, 수리가 끝난 뒤 기
기 부품이 수리 전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oid feature

정리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에만 적용된 기능입니다. 현재 기기에 열려있
는 앱들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메모리가 과부하가 된 경우 한 번의 터치로 메모리를 정리하거
나 불필요한 앱을 종료시켜 휴대폰의 작동을 보다 원활하게 해줍니
다. 일부는 시스템 버전 상의 제약으로 원터치 정리 기능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Android feature
배터리

배터리 부분은 iOS버전과 유사합니다. 남은 전력으로 휴대폰 사용 가능한 시간
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기능을 종료한 뒤 추가되는 사용 가능 시간을 알려줍니
다.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배터리 과열 알림 및 배터리 건강상태 체크 등 두 가
지 기능이 더 제공됩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 알림을 전송하여 기기가 휴식이 필
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 배터리건강상태 테스트는
배터리를 약 10분간 방전시켜 테스트하여 배터리의 건강도를 산출합니다. 이 테
스트는 배터리의 잔량이 60% 이상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점점 빨리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
폰닥터 플러스 앱은 무료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검사항목들이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테스트 항목들
은 시스템 제한으로 인해 전부 자동화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대용량 사용의 수요가 많지 않은 개인 사용자에게
있어 매우 편리하고 빠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제공하고 있는 전문 테스트 항목을 견주어 볼
때 일부 단점은 극히 미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폰닥터는 강력한 테스트 기능 및 중고휴대폰의 가격 비교를 결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격 비교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정확한 견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대폰 기능 테스트만 원하는 사용자를 비롯해 중고휴대폰을 사고 팔아야 하는
사용자에게까지 매우 유용한 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식 사이트에 따라 상업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폰닥터 팀에게 연락하여 상용 버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용 버전은 최대 80개의 테스트 및 고급 테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대만의 주요 휴대폰 판매점을 비롯해 아이폰
제조업체인 폭스콘 공장에서 폰닥터의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iOS버전 다운로드 바로가기）
（Android버전 다운로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