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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Pro 살펴보기 

Surface Pro는 태블릿 형태의 효율적인 

PC입니다. 

다양한 주변 기기, 프린터 및 네트워크에 

익숙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터치용 앱과 자주 사용하는 

Windows 7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할 수 

있으며, PC에서와 같은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이 제공됩니다.  

 

가이드  정보  

이 가이드에서는 Surface Pro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이드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거나 원하는 부분만 확인하여 Surface 사용 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이드의 내용에 따라 Surface를 실제로 조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뷰어 앱을 사용하여 섹션 간을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민 다음 자세히 단추( )와 책갈피를 차례로 

탭합니다.  

2. 원하는 책갈피를 탭하면 이 가이드의 해당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뷰어 앱을 사용하여 이 가이드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찾기 단추를 탭합니다. 

2.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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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아래 표에서는 Surface Pro의 몇 가지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터치  스크린   가로 세로 비율이 16:9이며 풀 HD 디스플레이(1080p 해상도)가 적용된 터치 

스크린은 HD 동영상을 감상하고 웹을 검색하고 Office 앱(별도 판매)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손가락으로 선택하고 

확대/축소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커버  터치 방식이 아닌 실제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2가지 키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보호 커버 겸용이므로 어디든지 

키보드(별도 판매)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디지털  펜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노트를 작성하고 문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  두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Surface에서 손쉽게 통화를 하고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Wi-F i  및  B l ue too th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한 다음 마이크, 프린터, 헤드셋 등의 Bluetooth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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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탠드  킥스탠드를 꺼내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편안하게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 ,  

헤드셋  잭  및  볼륨   

Windows 스토어 또는 Internet Explorer의 앱을 통해 음악, 전화 회의, 오디오 책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포트  Surface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트가 제공됩니다. 

 풀사이즈  USB  3 .0  포트   

마우스, 프린터, 4G USB dongle 같은 USB 주변 기기를 Surfac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DXC 카드  슬롯  

오른쪽 가장자리에 장착된 microSDXC 카드 슬롯을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거나 추가 저장소(현재 최대 64GB)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in i  디스플레이  포트  

Surface를 HD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별도 판매되는 비디오 어댑터 필요)에 

연결하여 Surface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Surface에서는 다양한 앱을 업무 및 여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앱   

Surface Pro에는 다양한 앱 모음이 미리 설치되어 제공되며 Windows 

스토어에서도 많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Windows 7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합니다. 전체 Office 제품군과 

특수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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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Pro 소개 

Surface Pro는 Windows 8 Pro가 미리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Windows 8 Pro는 다음 기능이 포함된 Windows 

8입니다. 

 BitLocker 및 BitLocker To Go를 통한 데이터 보호 

 회사 또는 학교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메인 가입 

 다른 PC에서 Surface Pro에 연결할 수 있게 해 주는 원격 데스크톱 연결 호스팅 

Surface 주변  기기 

주변 기기를 통해 Surface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독특한 커버 겸용 부착형 키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별도 판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터치 커버는 초박형의 감압식 키보드/트랙패드입니다. 

개인 취향에 맞는 색이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제품을 확인하려면 Surface.com에서 커버를 

참조하십시오. 1  

 타이핑 커버는 움직이는 키와 트랙패드 단추가 있는 일반 

랩톱 키보드의 슬림형 버전입니다.  

Surface RT 및 Surface Pro에서는 이 두 가지 키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색상과 디자인은 판매 지역마다 다릅니다. 

 

 

 

 

비디오  어댑터  

별도 판매되는 Surface 비디오 어댑터를 사용하여 

Surface를 HD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Surface 연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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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어댑터  

Surface Pro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는 48와트 전원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배터리 및 전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웨지  터치  마우스  Sur face 에디션  

이 독특한 디자인의 웨지 터치 마우스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으며, 

Bluetooth를 통해 Surface에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웨지 터치 마우스 Surface 에디션을 

참조하십시오. 

이 마우스를 Surface에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Surface.com에서 웨지 

터치 마우스 Surface 에디션을 참조하십시오.  

 

 

이더넷  어댑터   

Surface 이더넷 어댑터를 사용하여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Surface 

Pro를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이더넷 어댑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Surface 주변 기기에 대한 내용은 Surface.com/Accessorie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마우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touch-mouse-and-search/wedge-mouse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touch-mouse-and-search/wedge-mouse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어댑터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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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이제 Surface를 직접 설정해 보겠습니다.  

참고  Surface를 설정할 때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결  및  전원  켜기   

Surface를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 키보드가 있으면 Surface에 부착합니다. 키보드는 Surface 가까이로 

가져오면 제 위치에 장착됩니다. 

 

2. Surface 뒷면의 킥스탠드를 꺼냅니다. 

3. 전원 코드를 콘센트 또는 파워 스트립에 꽂습니다. 

4. Surface 오른쪽 아래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커넥터가 제 위치에 꽂힙니다(두 방향 모두 가능). 커넥터 끝에 작은 표시등이 켜지면 Surface에 

전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5. Surface 오른쪽 위 가장자리의 전원 단추를 눌렀다가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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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설치  

Surface를 처음 켜면 설치가 실행됩니다. 설치 중에는 Surface의 이름, 색, 언어 등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나중에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에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작업을 수행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Surface용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Microsoft 계정(이메일 주소 및 암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Surface에 SkyDrive, Hotmail, Messenger, Xbox와 같은 Microsoft 서비스의 콘텐츠와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 및 일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Microsoft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 Microsoft 계정(이전의 Windows Live ID)은 Outlook.com, SkyDrive, Xbox, 

Windows Phone 등의 Microsoft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및 암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Microsoft 계정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Microsoft 계정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Microsoft 계정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Surface에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계정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Microsoft 계정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WindowsPhone.com에서 

Microsoft 계정 선택(영어로만 제공됨)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작업 그룹 또는 홈 그룹 가입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네트워크 도메인, 작업 그룹 또는 홈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네트워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도메인, Microsoft 계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계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잠금  화면  및  로그인 

Surface를 켜거나 절전 모드를 해제하면 Windows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잠금 화면을 해제하려면 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 밀거나 키를 하나 누릅니다.  

그러면 Windows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설치 중에 만든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로그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에 로그인하고 나면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시작 화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7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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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이 섹션에서는 Windows 8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요  이 가이드의 다른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 섹션을 참조하여 Surface를 직접 조작해 보십시오.  

시작  화면 :  자주 사용하는  항목  액세스 

이전 버전의 Windows에서 제공되었던 시작 단추가 시작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 화면은 로그인 후 처음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모든 앱 및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의 각 타일은 특정 사용자, 앱, 웹 사이트, 재생 

목록 또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기타 항목에 연결됩니다.  

옆의 그림을 잘 보십시오. 타일은 정적 아이콘이 아니며, 

상태 업데이트, 새 이메일 메시지, 약속 등의 최신 정보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즉, 단일 앱을 열지 

않아도 실시간 업데이트가 타일에 먼저 표시됩니다.  

타일을 원하는 수만큼 시작 화면에 고정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가이드의 Surface 개인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터치  Surface에서 Windows 로고 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시작을 

탭합니다. 

 키보드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Windows 로고  키를 누릅니다.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  포인터를 왼쪽 아래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시작이 표시되면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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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명령 ,  앱  간  전환 

화면의 각 가장자리를 살짝 밀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  참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면 참이 표시됩니다. 참을 

통해 검색, 공유, 인쇄, 설정 변경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은 항상 화면 오른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 

오른쪽을 살짝 밀면 참이 표시됩니다.  

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 뒷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위쪽/아래쪽  가장자리 :  앱  명령   

화면 맨 아래에서 위쪽으로 또는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면 현재 위치 및 수행 중인 작업과 

관련된 명령 모음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앱을 사용 중이라면 해당 앱의 명령이 

표시됩니다.  

 

 

 

왼쪽  가장자리 :  앱  전환  

마지막으로, 화면 왼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면 열려 있는 앱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앱 

간 전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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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  탭 ,  밀기  및  넘기기 

이제 가장자리를 살짝 미는 작업에 대해 파악했으므로 터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행되는 작업 터치 방법 용도 

탭 

 

항목을 한 번 탭합니다. 탭한 항목을 엽니다. 

길게 누르기 

 

특정 항목을 잠시 누르고 있다가 상자가 

나타나면 손가락을 뗍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할 때와 같이 

수행 중인 작업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밀어서 스크롤 

 

화면에서 손가락을 끕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스크롤합니다. 

손가락 모으기 또는 

벌리기  

 

엄지와 검지를 모으거나 벌립니다. 웹 사이트/지도/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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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작업 터치 방법 용도 

회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항목 위에 놓고 손을 

돌립니다. 

회전 가능한 항목을 회전합니다. 

밀어서 다시 정렬 

 

항목을 탭하여 새 위치로 끈 다음 놓습니다. 항목을 마우스로 끄는 것처럼 이동합니다.  

시작 화면의 타일을 다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시작 화면 

사용자 지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살짝 밀어 선택 

 

페이지 스크롤 방법과 반대로 항목을 조금 

밉니다. 예를 들어 화면 스크롤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인 경우 항목을 위나 아래로 

밉니다. 빠르게 약간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앱 타일이나 사진 등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앱 창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앱 명령이 

표시됩니다. 

가장자리에서 살짝 

밀기 

 

화면 가장자리에서 살짝 밉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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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를  통해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원하는 항목을 잠시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할 때와 같은 옵션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떼고 원하는 옵션을 탭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실제로 수행해 보려면 터치 방식으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 넣어 보십시오. 

터치 방식으로 복사 및 붙여넣기 

터치 방식으로 텍스트를 복사하고 붙여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선택  원하는 단어를 탭합니다. 선택 영역을 확장하려면 원 하나를 누른 상태로 손가락을 밉니다. 

원하는 텍스트가 선택되면 손가락을 놓습니다. 

복사  강조 표시된 텍스트를 탭하고 복사를 탭합니다. 

붙여넣기  텍스트를 삽입할 위치로 이동하여 잠시 누르고 있다가 손가락을 놓고 붙여넣기를 탭합니다.  

팁   

Ctrl+C를 눌러 복사하고 Ctrl+V를 눌러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참 :  검색 ,  공유 ,  시작 ,  장치  및  설정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참을 통해 검색, 링크/사진 공유, 인쇄, 설정 변경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은 상황별로 표시됩니다. 즉, 현재 위치에 따라 수행 가능한 작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작 

화면에서 설정 참을 열면 시작 화면 관련 설정이 표시되고 앱의 설정 참을 열면 해당 앱에 대한 설정이 

표시됩니다.   

검색/공유/시작/장치/설정의 5개 참은 항상 화면 오른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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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원하는 항목을 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위 또는 아래 모서리로 이동하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 원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Windows 로고 키 +C를 누릅니다. 특정 참을 열려면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맨 윗줄에 있는 참 키 중 하나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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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원하는 항목을 검색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앱이나 다른 앱을 검색할 수도 있고, 

Surface에서 앱, 설정 또는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검색 

방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현재 앱 내에서 원하는 사람과 파일 및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앱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OneNote 등의 메모 작성 앱으로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링크 등 공유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시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시작 화면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 참을 통해 마지막으로 

사용한 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치  Surface에 연결되어 있는 유/무선 장치를 사용합니다. 앱에서 인쇄를 하거나 직접 촬영한 

최신 동영상을 TV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설정  앱 및 Surface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을 열면 오른쪽 위 모서리의 항목이 현재 위치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설정을 열면 해당 앱에 대한 설정이 표시됩니다.  

설정을 열 때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항상 같은 항목이 표시됩니다. 즉, 네트워크 

연결/볼륨/밝기/알림/전원(종료 및 다시 시작)/키보드 등의 PC 설정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설정 변경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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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화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Windows RT 운영 체제에서는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작업 표시줄, 폴더, 아이콘 

등이 표시되는 Windows 바탕 화면은 새로운 작업 표시줄 및 원활한 파일 관리 기능을 포함해 계속 제공됩니다. 

바탕 화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터치 사용 시 시작 화면에서 바탕 화면 타일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키보드 사용 시 Windows 로고 키 +D를 

누릅니다.  

 

Windows 7 프로그램과 같은 데스크톱 앱을 실행하고 파일 복사, 제어판 사용 등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바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urface 또는 네트워크에서 파일과 폴더를 찾아보는 데 사용하는 앱은 파일 

탐색기(이전의 Windows 탐색기)입니다. 이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파일 및 폴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팁 

바탕 화면에서는 Surface나 키보드의 Windows 로고 를 눌러 시작 화면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뒤로 전환하려면 Windows 로고 키 +D를 사용해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고 Windows 로고 키 를 눌러 시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방법  

검색 참을 사용하여 앱, 설정 및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에서는 입력만 시작하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찾을 항목을 입력합니다. 계속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앱이 검색되지만 찾으려는 항목에 따라 설정 또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참을 사용해 앱 내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참을 사용해 음악 앱에서 특정 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일 앱에서 메시지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메일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메일 앱을 엽니다. 

2.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이면 왼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된 이메일 계정을 선택합니다. 

3.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찾을 항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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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찾을 항목을 입력한 다음 앱 목록에서 Internet Explorer를 선택합니다.  

팁 

 검색 설정 변경: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검색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8에서  이동되거나  변경된  사항 

Windows 7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Windows 8에서 이동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유용할 것입니다. 

검색 검색 참은 앱, 설정, 파일을 검색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검색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단추 시작 단추는 이제 시작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모든 앱 또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단추에서 사용되었던 기타 항목에 액세스하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왼쪽 아래 

모서리로 이동하고 시작 이미지가 나타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이전 

버전 Windows의 시작 메뉴에 있던 여러 명령(예: 제어판, 파일 탐색기, 실행)이 포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Windows 로고 키 +X를 눌러 이 메뉴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 또는 시작 Surface를 종료하거나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살짝 밀고 설정을 탭합니다. 

2. 전원을 탭한 다음 종료  또는  다시 시작을 탭합니다. 

바탕 화면 바탕 화면은 계속 제공됩니다.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 또는 마우스 사용 시 시작 화면에서 타일로 표시된 바탕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키보드 사용 시 Windows 로고 키 +D를 누릅니다. 

제어판 제어판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일부 설정은 PC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arch-file-explore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arch-file-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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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도움말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여 설정 참을 열고 도움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Windows 

도움말 및 지원이 열립니다. Windows 도움말 및 지원 콘텐츠는 Windows.com에서도 

제공됩니다. 

인쇄 데스크톱 앱에서 인쇄하는 기능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앱에서 

인쇄하려면 장치 참을 열고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인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 닫기 데스크톱 앱을 닫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앱을 닫으려면 앱을 

화면 아래쪽으로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앱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앱 및 프로그램 

목록 찾기 

설치된 앱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고 시작을 탭합니다. 

2. 시작 화면의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살짝 밀거나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모든 앱을 탭합니다. 

앱 및 프로그램 설치 Windows 8에는 Windows 스토어라는 새로운 앱 스토어가 제공됩니다. Windows 7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앱 및 

프로그램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날짜 및 시간 변경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날짜 및 시간 설정을 입력한 후 설정, 날짜 및 시간 설정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날짜 및 시간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컨트롤을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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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소개 

이제 Surface의 기본 사항을 파악했으므로 각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상태 :  켜기 ,  절전  모드 ,  종료  및  다시  시작 

이 섹션에서는 Surface의 전원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켜기 ,  끄기 ,  절전  모드  및  다시  시작  

켜기 또는 절전 모드 

해제 

Surface가 꺼진 상태에서 전원 단추를 눌렀다가 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Surface를 재충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전원 단추를 다시 

누릅니다.  

절전 모드 Surface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 단추를 눌렀다가 떼거나 타이핑 커버 또는 터치 

커버를 닫고 몇 초 정도 기다립니다. 설정 참을 열고 전원 을 탭하거나 클릭한 

다음 절전 모드를 선택해도 됩니다.  

종료(끄기) 설정 참을 열고 전원( )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종료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전원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빠르게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  설정 참을 열고 전원 을 탭하거나 클릭한 다음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Ctrl+Alt+Delete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전원 아이콘 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 절전 모드, 종료 

또는 다시 시작을 탭하거나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절전  모드  및  최대  절전  모드  

몇 분 동안 Surface를 사용하지 않으면 랩톱과 같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Surface가 빠르게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절전 상태입니다.  

Surface는 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최대 절전 모드라고 하는 완전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작업 내용 및 설정이 메모리에 저장되고 소량의 전력이 사용되는 반면, 최대 절전 모드에서는 

열려 있는 문서 및 프로그램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후 Surface의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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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어두워지고 꺼지는 시기 또는 절전 모드로 설정되는 시기 변경 

Surface를 잠시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꺼질 수 있으며 Surface가 절전 모드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수명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전원 관리 옵션을 

편집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전원 관리 옵션 편집을 입력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전원 관리 옵션 편집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Surface가 배터리를 사용하여 실행 중일 때와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려는 절전 모드 및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4. 변경 내용 저장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참고  전원 관리 옵션은 PC에서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하드웨어 및 시스템 설정(예: 디스플레이 및 

절전 모드) 모음입니다. 전원 관리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전원 관리 옵션: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Surface Pro에서는 연결된 대기 상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절전  모드  해제   

Surface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전원 단추를 눌렀다가 뗍니다. 그러면 Surface의 절전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가 해제됩니다.  

 Surface의 Windows 로고  또는 키 하나를 누릅니다. 절전 모드가 해제되지 않으면 Surface가 최대 

절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Surface의 최대 절전 모드를 해제하려면 전원 단추를 

눌렀다가 뗍니다.  

앱 알림 아이콘이 표시된 잠금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새 이메일이 있으면 메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알림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 화면 아래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거나 키를 하나 눌러 Surface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Surfa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로그인/로그아웃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잠금  

Surface를 잠그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시작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잠금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Ctrl+Alt+Delete를 누르고 잠금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Windows 로고  키+L을 누릅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ower-plans-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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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  

10.6인치(대각선)/1080p의 멀티 터치 방식 화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16:9이므로 HD 비디오 감상에 가장 

적합하며, 앱을 나란히 배치한 상태의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와 같이 화면을 터치하여 Surface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페이지 

아래쪽으로 끌어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터치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터치: 탭, 밀기 및 

넘기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화면  회전  

Surface를 돌리면 화면 콘텐츠가 새 방향으로 자동 회전합니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를 볼 때는 가로 방향을 

사용하고 책을 읽을 때는 세로 방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방향 잠금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향을 잠글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는 방향으로 Surface를 회전합니다. 

2. 설정 참을 열고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화면 회전 아이콘(화살표가 있는 직사각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화면 회전이 잠겨 있으면 화면 아이콘에 자물쇠가 표시됩니다.  

 

참고  화면 방향은 제어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설정을 찾으려면 검색 참을 열고 화면 방향을 입력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검색 결과에서 화면 방향 변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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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밝기   

Surface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명 상태에 따라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원하는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일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아래쪽의 화면으로 스크롤하여 화면 밝기 자동 조정을 아니요로 설정합니다. 

화면 밝기를 수동으로 조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설정 참을 열고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밝기를 조정합니다.  

참고  화면이 밝을수록 전원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배터리 전원 절약에 대한 팁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화면  설정  

화면이 어두워지고 꺼지는 시기 또는 Surface가 절전 모드로 설정되는 시기를 변경하려면 이 가이드의 화면이 

어두워지고 꺼지는 시기 또는 절전 모드로 설정되는 시기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참을 사용하여 화면 해상도와 같은 더 많은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참을 열고 디스플레이를 입력한 후에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  Sur face 연결  

Surface를 두 번째 모니터에 연결하여 더 많은 작업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추가  

새로 구입한 Surface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는 Outlook.com, G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의 계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계정을 추가하고 나면 연락처, 일정 및 이메일이 메일, 피플 및 일정 앱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SkyDrive, Facebook, Flickr 등의 서비스에서 사진과 파일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tips-save-battery-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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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계정  추가  

Outlook, Gmail, AOL, Yahoo!의 이메일 계정뿐 아니라 직장 

이메일(Exchange ActiveSync를 사용하는 계정)도 메일 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메일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메일을 엽니다. 

2.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고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계정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추가할 계정 유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계정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만으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대개 이메일 계정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각 이메일 계정에 대해 2~4단계를 반복합니다.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고 나면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피플 앱에 사용자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가 나타납니다.  

 일정 앱에 약속이 나타납니다. 최신 버전의 메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Google 일정은 일정 앱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언제든지 이메일 계정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앱에서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선택한 후에 변경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메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POP 이메일 

메일에서는 POP(Post Office Protocol)를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이 POP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com에서 Windows 8 및 Windows RT에서 POP를 통해 전자 메일 계정 

사용의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Google 이메일, 일정 및 연락처 동기화 

Google 이메일, 연락처 및 일정을 동기화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Google 서비스를 

Windows와 동기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Exchange 계정 

Microsoft Exchange 계정을 설정하고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Exchange 계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op-email-account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op-email-account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google-windows-8-r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google-windows-8-rt
http://support.microsoft.com/kb/2784275/ko
http://support.microsoft.com/kb/2784275/ko
http://apps.microsoft.com/windows/app/64a79953-cf0b-44f9-b5c4-ee5df3a15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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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Express, Windows Mail 또는 Windows Live Mail 

기존에 Outlook Express, Windows Mail 또는 Windows Live Mail을 사용했다면 이메일과 주소록을 이전 PC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Surface의 메일 및 피플 앱에서 이메일과 연락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주소록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이전 PC에서 

메일과 연락처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피플  앱에  소셜  네트워크  계정  추가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추가하면 이러한 계정의 최신 업데이트, 트윗, 사진 등을 

한 곳, 즉 피플 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피플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피플을 엽니다.  

2.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고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계정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추가할 계정 유형을 선택한 후에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사진  앱에  사진  서비스  추가  

사진 앱에는 Surface에 저장된 사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SkyDrive, Facebook, Flickr 등에 업로드한 사진도 

사진 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사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SkyDrive, Facebook, Flickr 등의 추가하려는 사진 서비스에 해당하는 타일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지시에 따라 계정을 추가합니다. 

새 계정의 사진이 표시되려면 몇 분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   

Surface에는 필요할 때 표시되는 터치 방식 화상 키보드가 있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ove-contacts-mail#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ove-contacts-mail#1TC=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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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표시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키보드 커버를 잡지 표지처럼 뒤로 접거나 분리합니다. 그런 후에 입력하려는 위치(예: 

텍스트 상자)를 탭합니다. 그러면 화상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화상 키보드를 수동으로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키보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터치 키보드 및 필기 패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바탕  화면에서  키보드  표시  

바탕 화면에서는 화상 키보드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키보드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해야 합니다.  

키보드  숨기기  

화상 키보드를 숨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없는 영역을 탭합니다. 

-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키보드 단추를 탭한 후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이미지를 탭합니다(그림 참조).  

팁 

 Ctrl 키를 탭한 후에 다른 키를 탭하면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rl+C를 탭해 복사하고 Ctrl+V를 탭해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두 번 탭하면 Caps Lock을 설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두 번 탭하면 마침표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화상 키보드 설정 변경 

PC 설정에서 화상 키보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일반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터치 키보드 아래에서 원하는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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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기능  

Surface에는 음악 청취 또는 동영상 감상을 위한 스테레오 스피커 두 개와 헤드셋 잭 하나가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는 전화 걸기 또는 비디오 녹화 시에 편리합니다.  

볼륨  조정  

여러 위치에서 볼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볼륨 로커  Surface 왼쪽 가장자리의 볼륨 로커를 사용합니다. 

 터치 커버 및 타이핑 커버  볼륨 작게 또는 볼륨 크게 키(타이핑 커버의 F2 또는 F3 키)를 누릅니다.  

 시작 화면  설정 참을 열고 소리 아이콘을 탭한 후에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이 방법은 볼륨 로커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의 소리 아이콘을 탭합니다. 

 앱  일부 앱 내에는 볼륨 컨트롤이 있습니다. 

팁   

 오디오를 빠르게 일시 중지하려면 볼륨 로커를 누르고 화면의 일시 중지 단추를 탭합니다.  

 오디오를 빠르게 음소거하려면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음소거 키를 누릅니다. 

 

 

 

터치 커버의 미디어 키: 음소거, 볼륨 작게/크게, 재생/일시 중지 

사운드  주변  기기  추가  

헤드셋 잭은 오디오 출력 및 마이크 입력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나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헤드셋 

잭 또는 USB 포트에 꽂으면 됩니다. 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면 외부 USB 또는 Bluetooth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장치 추가, 보기 및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및  전원 

Surface에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지속되는 

시간은 Surface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와 전원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urface-with-windows-RT/getting-started/listen-to-music-on-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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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량  확인  

배터리 상태는 여러 위치에 표시됩니다.  

 잠금 화면  Surface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면 배터리 

상태가 잠금 화면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참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면 배터리 

상태가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됩니다(그림 

참조).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  바탕 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배터리 상태가 작업 표시줄(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배터리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남은 

배터리 비율을 비롯하여 충전 및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아이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indows.com의 배터리: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경고가 표시되면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하지 않으면 Surface는 작업을 저장한 후 종료됩니다. 

팁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배터리 전원 절약에 대한 팁을 

참조하십시오.  

Sur face 충전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기본 제공되는 48와트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Surface를 충전합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나면 Surface에 전원이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작은 표시등이 커넥터 끝에 켜집니다.  

Surface가 충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고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충전 중에는 전기 코드 모양이 있는 배터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방전된 Surface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약 4시간이 걸립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attery-meter-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tips-save-battery-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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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urface RT용으로 디자인된 24와트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Surface Pro를 충전할 수도 있지만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USB 충전 포트 

Surface Pro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48와트 전원 어댑터에는 USB 포트가 

포함되어 있어 Surface를 충전하면서 휴대폰 등의 다른 장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는 충전 전용입니다. USB 충전 포트에 연결된 장치는 Surface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USB 장치를 사용하려면 Surface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장치 추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urface용 전원 어댑터를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전원 어댑터를 참조하십시오. 

사진 ,  링크  등  공유   

공유 참을 사용하면 친한 사람들과 파일 및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다른 앱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공유 

참은 어느 위치에서나 사용 가능하므로 최근 찍은 휴가 사진, 읽고 있는 문서 등의 항목을 공유하기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몇 명의 사용자와만 공유를 하거나, 전체 소셜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다른 앱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를 OneNote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앱 중 하나에서 공유하려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공유 참을 사용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  공유  

1. 공유할 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공유 참을 엽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공유를 탭합니다.  

-또는-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공유 키를 누릅니다.  

자주 공유하는 사용자, 앱 및 장치 목록과 공유 가능한 앱 목록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링크를 공유하려면 피플을 탭하고 Twitter 또는 Facebook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경우 

메모를 입력하고 게시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전원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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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유 참에 나열되는 앱을 변경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 공유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공유 참을 사용하여 바탕 화면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공유  

1. 사진 앱을 열고 공유할 사진을 하나 이상 찾습니다. 

2. 사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터치 사용 시  사진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 선택합니다.  

마우스 사용 시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3. 공유 참을 엽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공유를 탭합니다.  

–또는-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공유 키를 누릅니다.  

자주 공유하는 사용자, 앱 및 장치 목록과 공유 가능한 앱 목록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사용해 

공유하려면 메일을 탭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보내기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팁   

 사진 한 장이나 사진 그룹을 Facebook, Twitter 등의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려면 SkyDrive에 사진을 

저장해야 합니다. SkyDrive 앱을 사용하여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사진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공유 참을 

연 후에 피플을 선택합니다.  

설정  변경  

Surface 설정은 제어판, PC 설정, 검색 등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찾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은 PC 설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먼저 PC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PC 설정  

PC 설정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네트워크 

연결/볼륨/밝기/알림/전원/키보드 등의 설정이 표시됩니다. 

2. 다른 설정을 보려면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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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사용  

설정의 위치를 몰라도 검색을 통해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검색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검색 

상자에 원하는 단어나 구를 입력하고 검색 상자 아래쪽의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색과 일치하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 관련 설정을 찾으려면 검색 상자에 소리를 

입력합니다. 항목에 설정 아이콘(기어)이 있으면 PC 설정에서 해당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은 바탕 화면의 제어판에서 

열 수 있습니다.  

제어판  

제어판은 계속 제공됩니다. 제어판을 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제어판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제어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바탕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고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 제어판을 차례로 탭합니다.  

 마우스 사용 시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를 가리킵니다. 시작 화면이 나타나면 모서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제어판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여 빠르게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어판을 열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어판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에 이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Surface에서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모든 Windows 8 또는 Windows RT PC 간에 

설정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설정 동기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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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키보드, 마우스 및 펜 

Surface에서는 터치, 키보드, 마우스 및 펜 간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하는 입력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터치   

손가락으로 Surface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끌어 시작 화면을 스크롤하고 타일을 탭하여 열 

수 있습니다.  

 터치 사용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터치: 탭, 밀기 및 넘기기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화상 키보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키보드   

Surface용으로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두 가지 키보드 

커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키보드는 모두 Surface에 자기식으로 부착됩니다.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를 부착하려면 커버와 Surface를 

가까이 대기만 하면 됩니다. 터치 커버는 Surface 가까이로 

가져오면 제 위치에 장착됩니다. 

키보드 커버는 연결하고 나면 장착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커버를 떼어내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를 터치 스크린 뒤로 접으면 키보드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따라서 

키보드에서 실수로 인한 입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커버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화상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필드나 입력이 가능한 다른 

영역을 탭하면 화상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화상 키보드 사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터치 커버를 닫으면 화면이 꺼지고 Surface가 절전 모드로 

설정됩니다. 커버는 이동 중에 터치 스크린을 보호해 

줍니다. 전원 단추 또는 키 하나를 누르면 Surface의 절전 

모드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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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커버  

터치 커버는 단순히 Surface용 보호 커버가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의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터치 커버에서 입력할 

때는 손을 터치 커버 키 위에 놓아도 됩니다. 터치 커버는 키를 입력할 때만 키 누름을 감지합니다. 터치 

커버에서는 일반적인 키보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커버에서 키를 입력하면 소리가 재생됩니다. 따라서 터치가 키 누름으로 인식될 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입력 시 재생되는 소리를 끄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일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터치 키보드로 스크롤한 다음 입력할 때 키 사운드 재생을 찾아 슬라이더를 끄기로 이동합니다.  

기능 키 

기능 키(F1-F12)를 사용하려면 Fn 키와 터치 커버 맨 윗줄의 키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F1 키의 경우 

Fn+음소거를 누릅니다.  

사용할 키 입력 항목   사용할 키   입력 항목 

F1 Fn+음소거  F9   Fn+Home 

F2 Fn+볼륨 작게  F10   Fn+End 

F3 Fn+볼륨 크게  F11   Fn+Page Up 

F4 Fn+재생/일시 중지  F12   Fn+Page Down 

F5 Fn+검색  Page up   Fn+위쪽 화살표 

F6 Fn+연결  Page Down   Fn+아래쪽 화살표 

F7 Fn+장치  Home   Fn+왼쪽 화살표 

F8 Fn+설정  End   Fn+오른쪽 화살표 

타이핑  커버   

타이핑 커버는 움직이는 키와 트랙패드 단추가 있는 일반 키보드의 슬림형 버전입니다. 랩톱 키보드와 속도 및 

외관이 동일합니다.  

터치 커버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타이핑 커버 역시 자기적으로 제 위치에 부착되며 Surface용 커버 기능을 

겸합니다. 즉, 타이핑 커버가 있으면 Surface를 태블릿과 랩톱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urface-with-windows-RT/getting-started/get-to-know-window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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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패드  

터치 커버와 타이핑 커버에는 모두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랩톱에서와 같이 트랙패드에서 손가락을 끌어 화면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에는 왼쪽 단추와 오른쪽 단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동작을 수행하려면 트랙패드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누릅니다.  

 

트랙패드  제스처  

작업 트랙패드 제스처 

화면 포인터 이동 트랙패드에서 손가락 끌기  

왼쪽 클릭 

트랙패드에서 아무 곳이나 한 손가락 탭  

-또는- 

왼쪽 트랙패드 단추 누르기 

오른쪽 클릭 

트랙패드에서 아무 곳이나 두 손가락 탭 

-또는-  

오른쪽 트랙패드 단추 누르기 

왼쪽 클릭 후 끌기 

왼쪽 트랙패드 단추를 누른 상태로 손가락을 임의의 방향으로 밀기 

-또는- 

한 손가락을 탭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밀기 

스크롤  두 손가락을 가로나 세로로 밀기 

앱에서 명령 표시 트랙패드에서 아무 곳이나 두 손가락 탭 

트랙패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트랙패드 설정 앱은 Windows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urface에 앱을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토어 앱을 열고 트랙패드 설정을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트랙패드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설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트랙패드 설정 앱이 설치되면 앱을 엽니다. 



  

© 2013 Microsoft   33페이지 

 

트랙패드 설정 앱에서는 다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 설정 용도 

트랙패드 트랙패드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탭 제스처 한 손가락을 탭하여 왼쪽 클릭하고, 두 손가락을 탭하여 오른쪽 

클릭하고, 손가락을 탭한 다음 밀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스크롤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가로나 세로로 스크롤합니다. 

스크롤 방향 반전 스크롤 방향을 반전합니다. 

트랙패드 설정 앱이 작동하지 않음 

트랙패드 설정 앱이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를 검색하지 못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업데이트를 입력하고 설정, 업데이트 확인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참을 열고 장치를 입력한 후에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새로 고침(검색 상자 옆의 원형 화살표)을 세 번 탭합니다.  

5. 트랙패드 설정 앱을 다시 사용해 봅니다.  

마우스  

마우스가 필요할 때는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의 트랙패드를 사용하거나 USB 

또는 Bluetooth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송수신 장치를 Surface의 USB 포트에 꽂습니다.  

 Bluetooth 기능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이 가이드의 Bluetooth 장치 

추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마우스  설정  변경  

마우스 작동 방식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마우스를 입력한 후에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마우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마우스 설정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포인터 속도를 변경하려면 포인터 옵션 탭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속도를 조정합니다. 

Microsoft 마우스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Microsoft 마우스 키보드 센터를 통해 마우스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urface-with-windows-RT/getting-started/add-a-bluetooth-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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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펜  

Surface Pro에는 문서에 표시를 하거나 필기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펜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팜 블록(Palm block) 기술이 적용되어 필기를 하는 동안 손으로 화면을 건드릴 염려 없이 편안하게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Windows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기 앱인 Fresh Paint에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팁 

 펜을 사용하여 그리거나 쓰거나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법(Office 앱에서는 잉크 입력이라고 함)을 

확인하려면 Office.com에서 Windows 태블릿에서 펜을 사용하여 그리기, 쓰기, 또는 텍스트 강조를 

참조하십시오.  

 Surface Pro용 추가 또는 교체용 펜은 Microsoft Store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Sur face 펜  기능  

펜 팁  감압식 펜 팁을 통해 사용자가 누르는 강도가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펜 압력이 지원되는 그리기 앱을 

사용하는 경우 세게 눌러서 선을 그리면 두껍게 그려집니다. 

펜 단추  이 단추를 길게 누른 다음 화면을 탭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메뉴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연필용 지우개 기능을 합니다. 지우개를 사용하면 펜 스트로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Surface Pro에 포함된 디지털 펜은 Surface RT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기  내용에  노트  작성  

Windows 스토어에서 무료 OneNote 앱을 다운로드하여 펜으로 필기 노트에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http://office.microsoft.com/ko-kr/excel-help/use-a-pen-to-draw-write-or-highlight-text-on-a-windows-tablet-HA103986634.aspx?CTT=1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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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 
펜 입력에 화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 키보드를 엽니다.  

바탕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의 키보드 아이콘을 탭하거나 Windows 스토어 앱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설정 참을 열고 키보드를 탭하거나 클릭한 

다음 터치 키보드 및 필기 패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키보드 아이콘을 

탭하고 펜이 표시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내용을 적으면 해당 단어가 텍스트로 자동 

변환됩니다. 

4. 텍스트를 삽입하려면 삽입을 탭합니다.  

필기 패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의 입력 

방식에 적응하므로 사용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긋기  

긋기는 바로 가기를 탐색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펜 스트로크입니다. 긋기 사용을 연습해 보고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긋기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긋기 사용 연습  

펜 긋기를 사용하면 위쪽/아래쪽 스크롤, 앞으로/뒤로 이동 등의 작업이 수행됩니다. 긋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긋기 사용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펜 및 터치를 입력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펜 및 터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긋기 탭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왼쪽 아래 모서리의 긋기 사용 연습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긋기 사용자 지정 

긋기에 대해 복사 또는 붙여넣기와 같은 작업을 선택하거나 고유한 긋기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펜 및 터치를 입력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펜 및 터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긋기 탭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 탐색 긋기 및 편집 긋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지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5. 각 긋기에 대해 작업을 지정하거나 고유한 사용자 지정 긋기 작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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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설정 변경  

두 번 탭하기 속도 등 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펜 및 터치를 입력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펜 및 터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두 번 탭하기 또는 길게 누르기를 선택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설정 

사용하는 손을 지정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 위치를 변경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펜 및 터치를 입력한 후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왼손잡이/오른손잡이 설정 지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오른손 또는 왼손을 선택합니다. 

펜에 대한 세부 정보 

Surface 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펜: FAQ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touch-mouse-and-search/troubleshoot-pen-and-sty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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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용자 계정은 Surface와 상호 작용하고 Windows를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개인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설정 

모음입니다. Surface를 사용하려면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정  유형  확인 

현재 사용 중인 계정 유형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사용자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관련 정보가 사용자 이름 아래에 나타납니다.  

 로컬 계정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계정은 Surface 전용입니다.  

 네트워크 도메인(도메인 이름\사용자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 회사 계정 등의 도메인 계정을 사용 

중인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 Microsoft 계정을 사용 중인 것입니다.  

이 설정 페이지에서 로그인 옵션을 변경하고 사용자 계정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로그인/로그아웃 섹션과 아래의 여러 사용자 계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계정이란? 

로컬 계정은 PC 한 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로컬 계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각 PC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 중인 Windows 8 PC와 Windows RT PC 간에 설정이 동기화되지 

않으며 클라우드에 PC를 연결하는 경우의 이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Microsoft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컬 계정에서 Microsoft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사용자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Microsoft 계정 사용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지시를 따릅니다. 

도메인  계정이란? 

도메인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 정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PC 그룹입니다. 회사 네트워크의 PC는 

대개 도메인에 속해 있습니다.  

도메인 계정에 Microsoft 계정을 연결하여 설정 및 기본 설정을 서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도메인 계정에 Microsoft 계정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onnect-microsoft-domain-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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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 t  계정이란?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구성된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면 Windows 8 또는 Windows RT를 실행하는 PC에 새로운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Surface에 로그인하면 클라우드에 연결됩니다. 

클라우드란 기술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또는 저장소입니다. Microsoft 계정에 

연결된 대부분의 설정, 기본 설정 및 앱은 다른 PC를 사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Microsoft 계정은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이전의 Windows Live ID)은 Outlook.com, SkyDrive, 

Xbox, Windows Phone 등의 Microsoft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및 암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Microsoft 계정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Microsoft 계정이 없으면 Windows.com에서 Microsoft 계정이 무엇인가요?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계정 사용 시의 이점 

Surface에서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utlook.com,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의 친구 연락처 정보 및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피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및 사진을 보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SkyDrive에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의 무료 파일 저장소 

7GB가 제공됩니다. Microsoft 계정을 통해 PC가 SkyDrive에 연결되므로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SkyDrive를 참조하십시오. 

 앱에서 Flickr, SkyDrive, Facebook의 모든 사진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공유하는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Windows 8 또는 Windows RT를 실행하는 최대 5대의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Windows 스토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설정이 온라인에서, 그리고 사용 중인 Windows 8 및 Windows RT PC 간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정 동기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urface용 앱, 음악,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려면 Microsoft 계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Microsoft 계정을 사용 중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Microsoft 계정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 계정에서 Microsoft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로컬 계정이란?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계정 설정 변경 

프로필을 편집하거나 Microsoft 계정 설정을 변경하려면 Microsoft 계정 개요 웹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하십시오. 또한 Windows.com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계정에 계정 추가 방법 

 앱과 계정에 대한 공유 설정 변경 

Microsoft 계정 결제 옵션을 변경하거나 대금 청구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Windows 

스토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favorites-settings-all-pcs#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icrosoft-account#1TC=t1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164220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add-remove-account-microsoft-accoun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hange-who-sees-info-microsoft-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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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용자  계정 

Surface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Windows를 개인 설정할 수 있으며 각자의 파일과 설정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제어 수준은 서로 다릅니다. 

 공유 계정: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관리자 계정: 가장 많은 권한이 있는 계정입니다. Surface를 보호하고 다른 사용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Surface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려면 관리자 계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Surface에서 다른 사용자용으로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게스트 계정: 다른 사람이 Surface를 잠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게스트 계정은 제어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에 만드는 사용자 계정이 관리자 계정입니다. 즉, 이 계정을 사용하여 설정 변경, 앱 설치, 추가 사용자 

계정 만들기 등의 작업을 필요한 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사용 중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Windows.com에서 관리자로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계정  만들기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Windows.com에서 사용자 계정 만들기 항목을 참조합니다.  

 도움말에서 항목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도움말을 입력합니다. 그런 후에 

도움말 및 지원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검색 상자에 사용자 계정을 입력한 다음 사용자 계정 만들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간을 전환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다른 계정으로 전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관리  

사용자 계정은 두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C 설정 –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사용자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제어판 – 검색 참을 열고 사용자 계정을 입력한 다음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 계정을 선택합니다.  

PC 설정에는 대부분의 기본 사용자 계정 설정이 있으며, 제어판에는 계정 유형 변경 등의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참고  공용 폴더를 사용하면 같은 Surface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파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Surface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파일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sign-in-as-administrato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reate-user-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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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  

가족 보호는 Windows에 통합된 기능이므로 자녀가 PC를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웹 사이트, 앱 및 게임에 대해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보호를 설정하려면 

Surface 사용자나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에게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링하려는 각 자녀에게는 표준 

사용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가족 보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가족 보호 설정에서 자녀 계정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보안  

계정에 보안 정보를 추가하여 계정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계정이 해킹을 

당하는 경우 Microsoft에서 해당 보안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ID를 확인하고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Microsoft 계정 보안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Surface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강력한 암호 만들기에 대한 팁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계정이 차단되었거나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Windows.com에서 Microsoft 계정이 

차단되거나 해킹 당한 경우 복구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sign-in-as-administrato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t-up-kids-accounts#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cure-microsoft-account#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reate-strong-passwords-passphrase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back-blocked-hacked-accoun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back-blocked-hacked-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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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로그아웃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해 파악했으므로 로그인/로그아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Surface를 사용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아래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거나 키를 하나 눌러서 잠금 화면을 해제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려면 뒤로 단추를 

탭하거나 클릭한 후 계정을 선택합니다. 

 암호를 잊은 경우 이 가이드의 암호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진 암호나 PIN이 있는 경우 로그인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다른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urface가 잠겨 BitLocker 복구 키가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의 BitLocker 복구 키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아웃  또는  잠금 

1. 시작 화면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계정 사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로그아웃 또는 잠금을 선택합니다.  

팁   

키보드에서 Ctrl+Alt+Del을 누르고 잠금 또는 로그아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아웃과  잠금의  차이  

 로그아웃하면 사용 중이었던 앱이 모두 닫힙니다.  

 잠금을 수행하면 사용자의 계정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사용 중이었던 앱을 닫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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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정으로  전환 

Surface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로그아웃하거나 앱을 닫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계정 사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원하는 계정이 표시되지 않으면 계정 전환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 원하는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아래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거나 키를 하나 눌러서 잠금 화면을 해제합니다.  

2. 뒤로 단추를 탭하거나 클릭한 후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사용자 계정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로그인  옵션 

두 가지 추가 로그인 옵션, 즉 PIN 및 사진 암호가 있습니다.  

중요  메일 앱에 직장 이메일 계정을 추가했거나 회사 네트워크에 가입한 경우 보안 정책에 따라 PIN이나 사진 

암호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PIN 만들기  

암호를 입력하는 대신 4자리의 PIN을 사용하여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 사용자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PIN 만들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계정에 암호가 없는 경우에는 

암호를 먼저 만들어야 PI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암호를 확인한 후 PIN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4자리 PIN을 사용하여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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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암호  만들기  

선택한 사진의 제스처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 사용자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로그인 옵션에서 사진 암호 만들기를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사진 암호 및 사진 암호로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팁은 Windows.com에서 

사진 암호로 로그인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암호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고 암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면 Surface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암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강력한 암호 만들기에 대한 팁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Microsoft 계정이 차단되었거나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Windows.com에서 Microsoft 계정이 

차단되거나 해킹 당한 경우 복구를 참조하십시오. 

암호  변경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왼쪽의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옵션에서 암호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지시에 따라 진행한 후 다음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지시에 따라 진행한 후 마침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참고  기타 암호 관련 질문은 Windows.com에서 Windows 8의 암호: FAQ를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암호 변경 

Surface가 도메인에 속해 있으면 Ctrl+Alt+Delete를 누르고 암호 변경을 선택합니다. 지시에 따라 진행한 후 전송, 

확인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icture-passwords#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reate-strong-passwords-passphrase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back-blocked-hacked-accoun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back-blocked-hacked-accoun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asswords-in-windows-8-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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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찾기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호를 찾거나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이메일과 암호)을 사용 중인 경우 온라인(account.live.com)에서 암호 재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암호 힌트를 참조하여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Surface 관리자 계정이 있는 사용자가 대신 로그인하여 암호를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Windows 설치 

중에 만든 계정이 관리자 계정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암호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관리자 계정을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현재 사용 중인 계정 유형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도 로그인할 수 없으면 Surface.com에서 Surface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암호가  필요한  경우  선택  

암호가 있어야 Surface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사용자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로그인 옵션에서 다음 시간 동안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 경우 암호 필요 설정을 찾습니다. 메일 앱에 

직장 이메일 계정을 추가했거나 회사 네트워크에 가입한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Microsoft 계정  시간 프레임을 15분까지 선택하거나 항상 암호 필요를 선택합니다. 

 로컬 계정  시간 프레임,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암호 필요 없음을 선택합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38656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hange-your-password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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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대한 모든 정보 

이 섹션에서는 앱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  제공  앱  

이 섹션에서는 Surface에 포함된 몇 가지 앱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플   

연락처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SkyDr ive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하고 어디서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일   

여러 계정의 이메일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모든 웹 작업을 살짝 밀기 

또는 탭 한 번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Xbox Video의 동영상과 

비디오를 찾아보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Skype  

Skype에서 음성, 화상, IM 

등을 통해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   

모든 사진과 홈 비디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모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   

최신곡을 스트리밍하거나 

컬렉션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임   

새 게임을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communicationsapp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microsoftskydrive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communicationsapp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Bing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ZuneVideo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SkypeApp_kzf8qxf38zg5c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photo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BingNew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ZuneMusic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XboxLIVEGame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communicationsapp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microsoftskydrive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communicationsapp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Bing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ZuneVideo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SkypeApp_kzf8qxf38zg5c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photo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BingNews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ZuneMusic_8wekyb3d8bbwe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XboxLIVEGames_8wekyb3d8b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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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를 비롯한 이와 같은 앱 및 추가 앱에 대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기본 제공 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팁 

 앱은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이 가이드의 Windows 

스토어의 앱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앱  찾기  

Surface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찾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터치 또는 마우스  시작 화면에 타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화면에서 손가락을 끌거나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사용합니다.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을 가로로 밀어 시작 

화면을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계속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앱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열거나, Enter 키를 눌러 선택한 앱을 엽니다.  

 모든 앱 보기  시작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모든 앱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팁 

 원하는 앱이 없으면 Windows 스토어에서 검색해 봅니다. 검색 방법을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앱 설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앱  시작  

이전 버전의 Windows에서 시작 단추가 제공되었던 것처럼, Surface에서도 시작 화면에서 앱을 시작합니다. 

Surface의 시작 화면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앱이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앱 - 음악, 메일 및 날씨 등 

 데스크톱 앱 - 메모장 및 Office 앱 등 

앱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 또는 마우스  시작 화면에서 타일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타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화면에서 

손가락을 끌거나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을 가로로 밀어 스크롤합니다. 

 키보드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앱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바탕 화면에서 데스크톱 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 화면으로 전환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바탕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또는 Windows 로고 키+D를 누름). 데스크톱 앱의 바로 가기를 만들거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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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데스크톱 앱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작업 

표시줄 사용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화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시작 화면 사용자 지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앱  간  전환  

여러 앱을 열어 각 앱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앱으로  전환  

 터치 사용 시 왼쪽 가장자리를 살짝 밉니다.  

 마우스 사용 시 포인터를 왼쪽 위 모서리로 이동하고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사용 시 Alt+Tab을 누릅니다.  

 

특정  앱으로  전환  

열려 있는 앱의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앱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 사용 시 왼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손가락을 들지 않고 왼쪽 가장자리로 다시 밉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을 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the-taskba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the-task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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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사용 시 포인터를 왼쪽 위 모서리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으로 똑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사용 시 Windows 로고  키를 누른 상태로 Tab 키를 눌러 Windows 스토어 앱과 시작 화면 간을 

전환합니다.  

 

모든 앱, 즉 데스크톱 앱과 Windows 스토어 앱 간을 전환하려면 Alt 키를 누른 상태로 Tab 키를 반복해서 

눌러 앱 간을 전환합니다. 원하는 앱이 표시되면 키를 놓으면 됩니다.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앱  사용(앱  나란히  배치) 

Surface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음악 재생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일정을 자신의 일정과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앱을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하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앱 나란히 배치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앱  나란히  배치  

 터치 사용 시 왼쪽 가장자리에서 손가락을 안쪽으로 밀어 두 번째 앱을 표시한 후 앱 뒤에 문이 표시될 

때까지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앱을 끕니다.  

 마우스 사용 시 두 번째 앱이 표시될 때까지 왼쪽 위 모서리로 포인터를 이동한 후 앱 뒤에 문이 표시될 

때까지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앱을 끕니다.  

최근  사용했던  앱  나란히  배치  

왼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손가락을 들지 않고 왼쪽 가장자리로 다시 밉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앱 뒤에 문이 표시될 때까지 해당 앱을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끕니다. 

팁 

 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동시에 두 개의 앱 사용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all-about-apps?page=touch2#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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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앱을 화면 가장자리에 나란히 배치하려면 Windows 로고  키+마침표를 누릅니다. 그런 후에 화면 

왼쪽 가장자리에서 살짝 밀면 열려 있는 다른 앱이 표시됩니다.  

 앱 크기를 조정하려면 앱 사이의 선을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각 앱이 화면의 1/3, 2/3를 차지하도록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앱  닫기  

Windows 스토어의 앱을 많이 실행해도 Surface의 속도가 느려지지는 않으므로 앱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앱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하지만 Windows 스토어 앱을 직접 닫을 수도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 사용 시 앱 위쪽을 길게 누른 다음 앱이 화면 바깥으로 이동할 때까지 화면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밉니다. 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앱 종료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마우스 사용 시 앱 위쪽을 클릭하고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바뀌면 앱을 화면 아래 바깥쪽으로 끕니다. 

포인터를 왼쪽 위 모서리로 이동하고 바로 아래쪽으로 이동해 열려 있는 앱을 표시한 다음 앱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는 앱을 확인하고 앱 하나를 닫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터치 사용 시 

앱 열기: 왼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손가락을 들지 않고 왼쪽 가장자리로 다시 

밉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과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앱 닫기: 목록에서 닫으려는 앱을 화면 

아래쪽으로 끕니다. 

 

 마우스 사용 시 

앱 열기: 포인터를 왼쪽 위 모서리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으로 똑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표시됩니다.  

 

앱 닫기: 닫으려는 앱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all-about-apps?page=touch4#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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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앱  닫기  

Office 앱과 같은 데스크톱 앱의 사용을 마친 경우 또는 Surface를 종료하기 전에는 데스크톱 앱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Office 앱은 앱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X를 탭하거나 클릭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  사용 

작업 관리자에서는 PC에서 실행 중인 앱 및 서비스뿐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연결, PC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dows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앱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검색 참을 열고 작업 관리자를 입력합니다. 

 Ctrl+Shift+Esc를 누릅니다.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작업 관리자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작업 관리자로 앱 및 서비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앱  명령 :  위치  

앱을 연 후에 앱의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 명령은 필요할 때까지는 숨겨져 있으므로 전체 

화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앱 명령은 필요 시 화면 위쪽과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앱  명령  표시   

앱 명령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터치  화면 맨 아래에서 위쪽으로 또는 맨 위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밉니다.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트랙패드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 트랙패드에서 

아무 곳이나 두 손가락을 탭합니다. 

 키보드  Windows 로고  키+Z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날씨 앱을 연 다음 화면 맨 위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면 날씨 앱 명령이 표시됩니다.  

앱에서 항목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해도 명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앱에서 사진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면 명령이 표시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anage-apps-services-task-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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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정   

설정 참은 상황별로 표시됩니다. 즉, 현재 위치에 따라 수행 가능한 작업이 달라집니다. 설정을 열면 오른쪽 위 

모서리의 항목이 현재 위치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설정을 열면 해당 앱에 대한 설정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메일 및 Internet Explorer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열고 설정 참을 연 다음 인터넷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메일 앱을 열고 설정 참을 연 다음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앱  도움말  및  문제  해결 

앱에서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 도움말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일부 앱의 경우 

도움말이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설정 참에서 도움말을 찾을 수 없으면 회사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Windows 스토어의 앱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Windows.com에서 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법 

페이지의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at-troubleshoot-problem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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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Windows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앱을 확인할 수도 

있고, Surface Picks 또는 게임 등의 범주별로 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Surface Picks 

사용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다름). 각 범주에서는 인기 무료, 인기 유료, 신규 발매 등의 

그룹에서 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려는 경우에는 스토어에서 앱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색어와 일치하는 앱이 결과로 표시됩니다.  

Windows 스토어에 액세스하려면 시작 화면에서 스토어 타일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   

Windows 스토어의 앱을 설치하려면 Microsoft 계정이 필요하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Windows 스토어에 로그인하거나 스토어에서 로그아웃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스토어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 계정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두 항목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로그인 단추  스토어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로그인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Microsoft 계정 

정보(이메일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정 정보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제 방법을 추가하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계정에 연결된 P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제 옵션 추가 및 대금 청구 기록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앱  및  프로그램  설치 

앱(프로그램이라고도 함)은 Windows 8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Windows 스토어의  앱  설치  

Windows 스토어의 앱을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스토어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이전 섹션 참조). 

3. 앱을 찾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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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손가락을 끌어 앱을 찾습니다. 게임 등의 범주를 탭하면 더 많은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찾으려는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검색어와 일치하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검색 참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찾으려는 앱을 입력합니다.  

4. 앱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리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5. 구입, 체험 또는 설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이미 구입했거나 무료인 앱의 경우 설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앱 평가판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앱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입은 앱이 유료임을 의미하며, 가격이 함께 표시됩니다. 앱을 구입하면 Microsoft 계정에 연결된 

결제 옵션으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계정에서 결제 옵션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가이드의 결제 

방법 추가 또는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앱을 설치하고 나면 해당 앱의 타일이 시작 화면에 표시됩니다. 

참고 

 앱을 찾거나 설치할 수 없으면 Windows.com에서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찾거나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스토어 앱 도움말을 확인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도움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앱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앱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스토어의 앱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출처의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  

CD/DVD, 웹 사이트, 네트워크의 앱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앱 설치 

앱 게시자와 해당 앱이 제공되는 웹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앱의 링크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바로 설치하려면 열기 또는 실행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앱을 나중에 설치하려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할 준비가 되면 파일을 두 번 탭하거나 두 번 클릭한 후에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CD 또는 DVD의 앱 설치 

CD/DVD의 앱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외장형 USB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Surface Pro에 연결합니다. 앱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컴퓨터를 입력한 후 컴퓨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CD 또는 DVD 폴더를 열고 프로그램 설치 파일(대개 Setup.exe 또는 Install.exe)을 엽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y-find-install-app-windows-stor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y-find-install-app-windows-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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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앱 설치 

회사 네트워크의 앱을 설치하는 데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이  Windows 8에서  작동하도록  설정 

 Windows 7용으로 작성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Windows 8에서도 작동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면 Windows에서 알려진 호환성 문제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프로그램 호환성 관리자가 Windows 8에서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권장 작업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프로그램 호환성 

관리자: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Windows에서 작동하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Windows Vista 또는 

Windows 7 호환성 모드와 같은 호환성 모드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앱과 장치가 Windows 8에서 작동하도록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호환성 센터에는 Windows 8에서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앱  또는  프로그램  제거 

사용하지 않는 앱 또는 프로그램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거할 앱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 

화면에서 앱 타일을 찾거나 검색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앱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아래쪽에 앱 명령이 나타납니다.  

3. 제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앱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4. 목록에서 앱을 선택하고 제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팁   

 설치된 앱을 보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모든 앱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음악 등의 기본 제공 앱을 제거하는 경우 스토어에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일, 일정, 피플 및 

메시징 앱은 스토어에 메일, 일정, 피플, 메시징이라는 단일 앱으로 표시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rogram-compatibility-assistant-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rogram-compatibility-assistant-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apps-devices-working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3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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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스토어의  앱  업데이트 

앱은 앱 개발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시작 화면의 스토어 타일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스토어 타일에 "4"가 표시되면 앱 4개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앱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스토어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업데이트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설치를 탭하거나 클릭하여 선택한 앱의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결제  옵션  추가  또는  변경 

Windows 스토어에 대한 결제 방법을 추가하거나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토어 앱에서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여 설정 참을 엽니다. 

2.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스토어에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결제 방법 추가 또는 결제 방법 편집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정보를 편집한 후에 전송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계정에서 결제 옵션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대금 청구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결제 방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제거, 제거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대금  청구  기록  보기 

Windows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 기록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토어 앱에서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여 설정 참을 엽니다. 

2.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스토어에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대금 청구 기록 보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대금 청구 웹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5. 거래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대금 청구 기록을 봅니다. 

팁 

 대금 청구 기록을 인쇄하려면 인쇄 화면 보기, 인쇄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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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  및  Windows 스토어 

가족 보호를 사용하여 자녀가 Windows 스토어에서 보고 설치할 수 있는 게임 및 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앱과 게임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 

스토어에서 가족 보호 설정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PC에  설치한  앱  설치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은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소유가 되며 최대 5대의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Windows 8 또는 Windows RT PC에 앱을 설치한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동일한 앱을 Surface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PC에 앱을 설치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스토어 앱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할 때 사용한 계정을 확인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민 다음 위쪽에서 앱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설치할 앱을 선택하고 설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참고   

 앱 목록에는 Microsoft 계정과 연결된 PC에 설치한 모든 앱이 표시됩니다. 특정 PC에 설치한 앱만 볼 수도 

있습니다.  

 계정에서 PC를 제거하려면 Windows.com에서 Windows 스토어 계정을 사용하여 최대 5대 PC에 앱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family-safety-settings-windows-stor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family-safety-settings-windows-stor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indows-store-install-apps-five-pc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indows-store-install-apps-five-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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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개인 설정 

이 섹션에서는 Surface 개인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정  추가  

새로 구입한 Surface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는 Outlook.com, G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의 계정을 Microsoft 계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계정을 추가하고 나면 연락처, 일정 및 이메일이 메일, 피플 및 

일정 앱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SkyDrive, Facebook, Flickr 등의 서비스에서 사진과 파일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계정 추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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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화면  사진 , 색  및  계정  사진  변경 

사진과 색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개인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잠금 화면  잠금 화면, 찾아보기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하여 잠금 화면에 사용할 사진을 찾습니다. 

 시작 화면  시작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색과 배경을 선택합니다. 배경은 시작 화면에만 

표시되지만 선택한 색은 참과 로그인 화면 등의 다른 위치에도 표시됩니다.  

 계정 사진  계정 사진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기존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메라를 탭하거나 클릭하여 새 계정 사진을 찍습니다.  

시작  화면  사용자  지정   

시작 화면은 그룹으로 정렬된 타일로 구성됩니다. 

타일은 시작 화면에서 열 수 있는 웹 사이트, 연락처, 

폴더 등의 앱이나 콘텐츠입니다.  

시작 화면을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앱, 사용자 및 웹 사이트를 전면과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는  사용자  및  즐겨  방문하는  

위치에  대한  타일  만들기  

특정 웹 사이트를 매일 방문하거나 특정 사용자와 자주 채팅을 하는 경우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시작 화면에 

해당 웹 사이트나 사용자에 대한 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연락처 또는 폴더를 시작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 사이트 또는 연락처를 고정하려면:  Internet Explorer에서 웹 페이지를 열거나 피플 앱에서 연락처를 

연 다음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폴더를 고정하려면:  파일 탐색기를 열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거나 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길게 누른 다음 시작 화면에 고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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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다시  정렬 ,  크기  조정 ,  고정  해제  및  그룹화  

타일을 다시 정렬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타일의 고정을 해제하고 타일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시작 화면의 타일 정리를 

참조하십시오. 

타일 다시 정렬 

타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일을 이동하려면 위나 아래로 끈 다음 원하는 위치로 끕니다.  

타일 크기 조정 

타일 크기가 원하는 위치에 맞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더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일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크게 또는 작게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크기를 조정할 수 없는 타일도 있습니다.  

타일 고정 해제 

사용하지 않는 타일은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일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타일 그룹화 

비슷한 타일을 그룹에 함께 배치하고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 화면에 고정한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웹 사이트"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일 그룹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손가락을 모아 화면을 축소하여 모든 타일을 표시합니다. 마우스를 사용 중이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확대/축소 단추 를 클릭합니다.  

2. 이름을 지정할 타일 그룹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그룹 이름 지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rearrange-tiles-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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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고정  또는  고정  해제  

Surface에 설치된 앱 중 일부는 시작 화면에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검색 참을 열고 앱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시작 화면에 고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앱이 이미 시작 화면에 있으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표시됩니다.  

o 앱 고정을 해제해도 앱은 계속 설치되어 있으며 검색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o 앱을 제거하려면 이 가이드의 앱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타일  끄기  

라이브 타일에는 타일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타일에는 다음 약속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라이브 타일을 끌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 타일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라이브 타일 끄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바탕  화면  설정   

바탕 화면에서 설정 참을 열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다음 옵션이 

나타납니다. 

 제어판  Windows 설정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어판을 엽니다. 이러한 설정은 대부분 새 PC 

설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정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설정  제어판의 개인 설정 영역을 엽니다. 여기서 

바탕 화면 배경, 색, 소리 및 화면 보호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PC 정보  제어판의 시스템 영역을 엽니다. 

 도움말  Windows 도움말 및 지원 항목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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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및  바탕  화면  배경  

바탕 화면 배경, 색 및 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개인 설정을 입력한 후에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개인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테마를 선택하거나 바탕 화면 배경, 색 및 소리를 개별적으로 변경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데스크톱  앱  고정  또는  고정  해제  

메모장 등의 데스크톱 앱을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거나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데스크톱 앱(예: 메모장 또는 Word)을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앱을 아래쪽으로 살짝 밉니다. 

3. 작업 표시줄에 고정 또는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앱이  너무  크거나  작게  표시됨  

데스크톱 앱이 필요 이상 크거나 작게 표시되는 경우 데스크톱 앱의 디스플레이 배율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바탕 화면 항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앱의 디스플레이 배율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개별 데스크톱 앱의 디스플레이 배율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데스크톱 앱의 타일을 아래쪽으로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하여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2. 파일 탐색기에서 앱의 실행 파일(.exe)을 길게 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호환성 탭을 선택합니다. 

4. 설정 영역에서  높은 DPI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배율을 사용하지 않음 확인란을 선택한 후 확인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5. 앱을 시작하고 이렇게 변경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바탕 화면 항목의 크기를 줄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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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2: 바탕 화면 항목의 크기 변경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텍스트 작성을 입력합니다.  

2.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검색 결과에서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거나 작게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중간 - 125%를 선택하고 적용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지금 로그아웃 또는 나중에 로그아웃을 선택하여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5. Surface에 로그인하고 앱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 단계를 반복하고 3단계에서 작게 - 100%를 선택합니다. 

설정  동기화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Surface가 클라우드에 연결됩니다. 즉, 대부분의 개인 설정과 기본 설정이 

온라인 Microsoft 서버에 저장되며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모든 Windows 8 또는 Windows RT PC에 

동기화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색, 테마, 언어 기본 설정, 브라우저 기록/즐겨찾기, Windows 스토어 설정 등이 PC 간에 

동기화됩니다. 

 SkyDrive, Facebook, Flickr 및 다른 서비스에 각각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러한 서비스에서 사진, 문서 

및 기타 파일을 가져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할  설정  선택  

개인 설정 중 일부는 비공개로 유지하려면 특정 설정에 대한 동기화를 해제하거나 동기화 자체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PC 간에 동기화할 설정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Microsoft 계정이 이미 있는지 아니면 새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Microsoft 계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를 참조하십시오. 

2.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설정 동기화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항목별 동기화에서 동기화하려는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동기화할 설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Windows.com에서 PC 간에 설정을 동기화해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icrosoft-account#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ync-settings-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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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 이메일, 메시지, 일정 이벤트, 상태 업데이트, 트윗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오른쪽 

위 모서리에 표시되고, 빠른 상태 및 상세 상태 업데이트는 잠금 화면에 나타나며, 타일은 시작 화면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하도록 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개인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다음 잠금 화면에서 표시할 앱을 선택합니다. 

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메일, 일정, 피플 및 메시지에 대한 알림을 관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언어  추가  

콘텐츠를 다른 언어로 읽고 입력할 수 있도록 언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추가한 후에는 표시 언어, 

즉 Windows와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입력 시 언어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추가하고 다른 언어로 입력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Windows 8과 Windows RT의 언어를 

참조하십시오.  

 Office 앱에서 여러 언어로 작업하려면 

Office.com에서 Office 2013 언어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manage-notifica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language#1TC=t1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59794


  

© 2013 Microsoft   64페이지 

 

장치 연결 

USB 및 HD video out 포트나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Surface에 다양한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Surface의 왼쪽 가장자리에는 풀사이즈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사용하여 프린터, 마우스 

또는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치에서는 USB 3.0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USB 3.0은 USB 2.0보다 10배까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연결 형식입니다. 

 Bluetooth  휴대폰, 스피커,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의 다양한 Bluetooth 무선 기술 사용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ni 디스플레이 포트  이 포트를 사용하여 Surface를 TV, 모니터, 프로젝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2  

2어댑터와 케이블은 별도 판매됩니다. 

참고   Surface Pro는 Windows 8용으로 인증된 장치와 호환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장치 

호환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인쇄  

이 섹션에서는 Surface에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린터  설정   

 로컬 프린터  프린터의 USB 케이블을 Surface의 USB 포트에 꽂습니다.  

 네트워크 또는 무선 프린터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또는 무선 프린터의 

경우에는 프린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음 섹션으로 건너뜁니다.  

새 무선 프린터를 아직 네트워크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지침에서 프린터 추가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PC에 연결된 프린터  다른 가족이 프린터를 이미 설치한 경우 홈 그룹에 가입하여 해당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연결할 PC가 켜져 있어야 하며 프린터는 Windows 8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프린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왼쪽의 장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장치 목록에서 프린터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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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 프린터가 있으면 인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다음 항목 참조). 

 목록에 프린터가 없으면 장치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프린터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Windows에서 프린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 Windows.com에서 Windows에서 내 장치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참조하거나 다음 단계에 따라 프린터를 추가해 보십시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장치 및 프린터를 입력합니다. 

2.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검색 결과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위쪽의 프린터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인쇄  

Windows 스토어 앱에서 인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인쇄할 항목을 엽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에서 웹 페이지를 열거나 메일에서 이메일 

메시지를 엽니다.  

2. 화면 오른쪽을 살짝 밀고 장치를 탭합니다. 

3. 목록에서 프린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프린터가 목록에 없으면 앱이 인쇄를 지원하지 않거나 

프린터를 추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4. 인쇄 옵션을 선택하고 인쇄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메모장 또는 Office 앱 등의 데스크톱 앱에서 인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에서 인쇄 명령을 찾거나 Ctrl+P를 누릅니다. 

팁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기본 프린터 설정 또는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화면 인쇄)을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스크린샷 만들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인쇄할  수  없음  

인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Windows.com에서 인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프린터의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호환성 

Surface Pro는 Windows 8용으로 인증된 프린터와 호환됩니다. Windows 업데이트에서 중요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제공되면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프린터 제조업체 웹 사이트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8과 호환되는 항목을 확인하려면 Windows 호환성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y-isnt-windows-finding-devic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y-isnt-windows-finding-devic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t-change-your-default-printe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printer-problems-in-windows-help#fix-printer-problem&fix-printer-problem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printer-problems-in-windows-help#fix-printer-problems=windows-8&v1h=win8tab4&v2h=win7tab1&v3h=winvistatab1&v4h=winxptab1
http://www.microsoft.com/ko-kr/windows/compatibility/ko-kr/CompatCente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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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프린터의  추가 ,  보기 ,  관리 

PC 설정 또는 제어판을 통해 Surface에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PC 설정을  사용하여  장치  추가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장치, 장치 추가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제어판을  사용하여  장치  추가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장치 및 프린터를 입력합니다. 

2.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검색 결과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추가 또는 장치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Bluetooth 장치  추가  

이 섹션에는 Bluetooth 장치를 추가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Bluetooth 장치가 켜져 있고 검색 가능한지 확인 

장치를 켜고 검색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장치를 검색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Bluetooth 

장치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업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2단계: Bluetooth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무선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Bluetooth가 설정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Bluetooth 장치 추가 

1. PC 설정에서 장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장치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무선 장치 목록에서 Bluetooth 장치를 선택합니다.  

4. 주변 기기에 암호(연결 코드라고도 함)가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를 모르면 장치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업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2013 Microsoft   67페이지 

 

팁 

 전화를 연결할 때는 전화 잠금이 해제되어 있으며 Bluetooth 설정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luetooth 키보드를 추가하는 경우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를 뒤로 접거나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추가에 문제가 있으면 Windows.com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o Windows에서 내 장치를 찾지 못하는 이유  

o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장치  관리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서 장치를 관리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거나 무선 마우스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입력합니다.  

2.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검색 결과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팁 

 제어판에서 스피커, 헤드폰 등의 여러 오디오 장치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검색 참을 

열고 설정을 탭한 후에 오디오 장치 관리를 입력합니다.  

 

문제 해결 

 장치 추가에 문제가 있으면 Windows.com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o Windows에서 내 장치를 찾지 못하는 이유 

o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장치 옆에 노란색 경고 아이콘이 표시되면 해당 장치를 길게 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상자가 나타나면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장치  호환성  

Surface Pro는 Windows 8용으로 인증된 장치와 호환됩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Certified for Windows 8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Windows 8과 호환되는 항목을 확인하려면 온라인 Windows 호환성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Sur face 연결  

Surface를 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하면 비디오를 더 크고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rface를 

HDTV에 연결하여 큰 화면에서 영화를 감상하거나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y-isnt-windows-finding-devic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at-device-isnt-installed-properly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install-view-manage-devices-printer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y-isnt-windows-finding-devic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at-device-isnt-installed-properly
http://www.microsoft.com/ko-kr/windows/compatibility/win8/CompatCente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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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를 다른 화면에 연결하려면 별도 판매되는 어댑터와 호환 VGA 또는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어댑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Surface HD 디지털 AV 어댑터 Surface VGA 어댑터 

필요한 어댑터 

필요한 어댑터를 확인하려면 TV, 디스플레이 또는 프로젝터의 비디오 포트를 살펴보십시오.  

 HDTV  콘텐츠를 HD 품질로 표시하려면 Surface HD 디지털 AV 어댑터를 HDTV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에 HDMI 포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HDMI 포트를 찾을 수 

없으면 Surface VGA 어댑터를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의 VGA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VGA 어댑터는 

비디오 전용이며 오디오용이 아닙니다. 

Surface 비디오 어댑터는 Surface.com의 주변 기기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TV,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 

1. TV/모니터/프로젝터의 HDMI 또는 VGA 포트에 VGA 또는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케이블의 반대쪽 끝을 Surface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3. Surface 어댑터 케이블 끝의 캡을 제거합니다. 

4. 어댑터를 Surface 오른쪽 아래의 Mini 디스플레이 포트에 

꽂습니다. 

참고  외부 디스플레이에 사진이 없으면 어댑터를 뽑고 180도 

회전하여 Surface에 다시 꽂습니다. 

화면 설정 

화면을 연결한 후에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밀고 장치를 탭하여 장치 참을 엽니다. 

2. 두 번째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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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두 화면에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확장  화면이 두 모니터로 확장되며 항목을 끌어서 두 모니터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만  연결된 화면에 모든 내용이 표시되며 Surface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 연결한 후 바탕 화면 항목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데스크톱 앱이 너무 크거나 작게 표시됨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모니터 사용 

Surface에 다른 모니터를 연결하면 여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하나는 작업용(Office 

앱)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친구와의 채팅, 소셜 업데이트, 음악 감상 등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rface에 다른 모니터를 연결한 후에 터치 커버나 타이핑 커버에서 다음의 키 조합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앱을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누를 키 수행할 작업 

Windows 로고 키  +Page Up  

-또는- 

Windows 로고 키  +Page Down 

Windows 스토어 앱을 다른 모니터로 이동합니다. 

Windows 로고 키  +오른쪽 화살표  

-또는- 

Windows 로고 키  +왼쪽 화살표 

Word 등의 데스크톱 앱을 다른 모니터로 

이동합니다. 

 

참고 

 두 모니터에서 모두 Office 앱 등의 데스크톱 앱을 열 수도 있고, Windows 스토어의 앱과 데스크톱 앱을 

각각 다른 모니터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시작 화면이나 참을 열면 스토어의 모든 앱이 해당 모니터로 이동됩니다. 

 각 화면의 네 모서리를 사용하여 마우스로 참 및 최근 사용한 앱을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참을 

열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업 표시줄을 모든 디스플레이에 표시할지 여부와 작업 표시줄에 단추를 어떻게 배열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여러 디스플레이의 작업 표시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the-taskbar#섹션_7


  

© 2013 Microsoft   70페이지 

 

저장소, 파일 및 백업 

Surface Pro의 하드 드라이브 크기는 64GB와 128GB의 두 가지입니다. 3  

3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상당한 저장소 공간을 사용하므로 저장소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surface.com/storage를 참조하십시오. 1GB는 

10억 바이트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로컬  저장소  공간 

사용 가능한 저장소 공간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일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아래쪽의 사용 가능한 저장소로 스크롤하여 사용 가능한 저장소 공간을 확인합니다. 앱 크기 보기를 

탭하거나 클릭하여 각 앱이 사용하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앱은 상당한 저장소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사용하는 저장소 공간의 

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디스크 공간 FAQ를 참조하십시오. 

Surface 저장소 옵션   

내장 저장소 외의 몇 가지 저장소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microSD 메모리 카드 등의 이동식 저장소 

 클라우드 저장소(SkyDrive) - 최대 7GB 무료 제공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항목 찾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동식  저장소  옵션  

문서, 음악, 비디오, 사진 등을 저장하는 데 USB 저장소 또는 micro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urface-with-windows-rt/files-folders-and-online-storage/surface-disk-spac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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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하드 드라이브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외부 저장 장치를 Surface의 USB 포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하드 드라이브를 Surface 오른쪽 가장자리의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나타나는 알림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폴더를 열어 파일 보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파일 탐색기가 열리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하드 

드라이브의 파일이 표시됩니다.  

Surface에서 파일 찾아보기, 복사 및 이동에 사용하는 앱은 파일 탐색기(이전의 Windows 탐색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파일 및 폴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roSD 메모리 카드 

microSD 카드 슬롯을 통해 Surface에 저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D, microSDHC 또는 microSDXC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판독기에 액세스하려면 뒷면의 킥스탠드를 꺼냅니다.  

SkyDr ive :  클라우드  저장소   

SkyDrive를 사용하여 문서, 음악, 비디오 및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urface에 포함된 SkyDrive 

앱을 사용하여 SkyDrive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SkyDrive에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에는 

SkyDrive의 무료 저장소 7GB가 포함됩니다.  

SkyDriv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SkyDriv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및  폴더  

파일 탐색기(이전의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Surface 또는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 및 폴더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위치 찾아보기에 대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항목 찾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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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를 통해 파일 검색, 폴더 만들기, 파일 복사/이동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파일 탐색기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바탕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의 파일 폴더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새로운 기능  

파일 탐색기 위쪽에는 새로운 리본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를 확장하려면 창 오른쪽 위 모서리의 

리본 메뉴 확장( )을 누르거나 Ctrl+F1을 누릅니다.  

일반 작업에 리본 메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으로는 새 폴더 복사, 이동 및 만들기, 항목을 이메일로 

보내기 및 압축, 보기 변경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항목에 적용되는 추가 작업을 나타내도록 탭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탐색 창에서 컴퓨터를 선택하면 음악 라이브러리의 폴더를 선택하는 경우와는 다른 탭이 

리본 메뉴에 표시됩니다.  

팁 

 파일 탐색기 사용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파일 및 폴더로 작업하는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과 파일 및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개별 파일 및 

폴더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파일 형식을 열 때 사용되는 기본 앱 또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기본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여 파일 검색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에서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PC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위치에 색인이 지정됩니다. 색인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을 확인하려면 색인 및 검색: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참을 사용하여 파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검색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모든 문서, 음악, 사진 및 기타 파일을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콘텐츠 모음입니다. Windows에는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의 4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파일이 앱에 표시되도록 해당하는 라이브러리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음악 파일은 음악 폴더에 저장하고 사진은 사진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열 때마다 한 곳에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라이브러리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files-folders-windows-explore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arch-file-explore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arch-file-explore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arch-index-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libraries-windows-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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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파일 공유 

공용 폴더를 사용하면 같은 Surface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파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Surface를 공유하는 경우 모든 가족이 사진에 쉽게 액세스하여 사진을 추가/삭제/편집할 

수 있도록 가족 사진을 공용 사진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용 폴더는 각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공용 폴더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파일 탐색기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탐색 창의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 중 하나의 옆에 있는 화살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공용 폴더: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Sur face로  파일  이동  

음악, 사진, 비디오 및 문서를 손쉽게 Surface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urface로 파일을 이동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SkyDrive를 사용합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microSD 카드를 사용합니다.  

 다른 PC에서 파일 및 설정 전송을 사용하여 다른 PC의 파일 및 설정을 전송합니다. 

네트워크 컴퓨터에 연결 

Surface에서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컴퓨터에서 음악, 사진, 비디오 및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PC에서 Surface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파일을 원래 위치에 두고 Surface에서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항목 찾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SkyDrive 사용 

Surface로 파일을 이동하는 대신 SkyDrive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컴퓨터나 휴대폰에서도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kyDriv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SkyDriv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ublic-folders-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transfer-files-settings-another-pc


  

© 2013 Microsoft   74페이지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microSD 메모리 카드 사용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Surface로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메모리 카드에 복사합니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microSD 메모리 카드를 Surface에 삽입합니다.  

3.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나타나는 알림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폴더를 열어 파일 보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파일 탐색기가 열립니다.  

5. Surface에 추가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합니다.  

6. 홈, 복사 위치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7. 위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 드라이브나 메모리 카드에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서를 

선택합니다. 파일 구성에 대한 내용은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탐색기(이전의 Windows 탐색기) 사용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파일 및 폴더로 작업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파일  백업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사진, 문서, 음악 등의 개인 파일을 외장형 드라이브나 네트워크 위치로 자동 백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PC의 폴더와 같은 네트워크 위치나 외장형 USB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히스토리에는 라이브러리, 연락처, 즐겨찾기, SkyDrive 및 데스크톱에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백업됩니다. 

따라서 원본이 손실, 손상 또는 삭제되어도 모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여러 파일 버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전한 파일 히스토리가 생성됩니다.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파일을 백업하려면 파일을 저장할 드라이브를 설정해야 합니다. 외장형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용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 위치를 설정하려면 Windows.com에서 파일 히스토리용 드라이브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files-folders-windows-explorer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et-drive-fil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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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Surface에서는 온라인 연결 시 사용할 수 있는 Wi-Fi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인터넷을 검색하고,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 및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능 

이 섹션에서는 Windows 8의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알아봅니다. 

 네트워크 연결 - 무선 네트워크에 보다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시작하려면 설정 참, 네트워크 아이콘 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작업 표시줄의 네트워크 

아이콘(  또는 )을 탭하거나 클릭해도 됩니다. 

 네트워크 위치 - 이전에 네트워크 위치라고 했던 설정(개인/공개 또는 홈/직장/도메인)을 이제는 

네트워크 공유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또는 연결된 후에 이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공유 켜기 또는 끄기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프로필 - Windows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연결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용자의 연결 패턴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네트워크 연결 순서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광대역과 Wi-Fi 네트워크 프로필 간의 순서 지정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었으며, 순서 지정에 

사용되는 페이지는 제거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Windows.com의 무선 네트워크 프로필 관리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 - 여러 지역에 적용되는 데이터 요금제가 추가되어 데이터 통신 연결 모바일 광대역 또는 

Wi-Fi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을 사용자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인터넷 요금제: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Surface Pro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Wi-Fi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 Surface에서는 표준 

Wi-Fi 프로토콜: 802.11a, b, g 또는 n이 지원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anage-wireless-network-profile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etered-internet-connections-frequently-asked-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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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고 무선 네트워크 아이콘(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2. 네트워크를 탭하거나 클릭하여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3. 이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한 상태일 때 Surface에서 해당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하려면 

자동으로 연결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연결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네트워크 보안 키(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암호 찾기와 관련된 도움말은 Surface.com에서 무선 네트워크 암호를 찾는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6.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 및 장치와의 공유 여부를 선택합니다. 카페 등의 공공 장소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는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Surface.com에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지 여부을 

참조하십시오.  

팁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테더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에서  연결  끊기  

1. 설정 참을 열고 무선 네트워크 아이콘(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네트워크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무선 막대 아래에 네트워크 이름이 표시됩니다. 

2. 상태가 연결됨인 네트워크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연결 끊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암호 또는 자동 연결 등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제거하려는 경우 네트워크 이름을 길게 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상자가 나타나면 손가락을 놓은 후에 이 네트워크 무시를 선택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urface-with-windows-RT/hardware-and-drivers/how-to-find-your-wireless-network-password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networking-and-connectivity/cant-connect-to-a-wireless-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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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에  연결   

Surface 이더넷 어댑터나 다른 이더넷 어댑터(모두 별도 판매)를 사용하여 

Surface Pro를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선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도메인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고,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거나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Surface 이더넷 어댑터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  

이 섹션에서는 Surface Pro를 사용하여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USB 이더넷 네트워크 어댑터(별도 판매)를 Surface Pro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USB 포트에 꽂습니다. 

2.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을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3. 네트워크 케이블의 반대쪽 끝을 라우터나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합니다.  

4. 설정 참을 열고 유선 네트워크 아이콘(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5.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탭합니다. 이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6.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Internet Explorer를 시작합니다. 

Surface가 유선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Surface Pro는 Windows 8용으로 인증된 주변 기기와 호환됩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Certified for Windows 8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Windows 호환성 센터에서 사용 중인 이더넷 어댑터의 호환성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  작업  그룹  및  홈  그룹 

홈 네트워크의 PC는 대개 홈 그룹에 속해 있으며 회사 네트워크의 PC는 대개 도메인이나 작업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도메인, 작업 그룹 또는 홈 그룹: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hardware-and-drivers/usb-to-ethernet-adapter
http://www.microsoft.com/ko-kr/windows/compatibility/win8/CompatCenter/Hom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domain-workgroup-homegroup-what-is-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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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도메인  가입  

도메인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 정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PC 그룹입니다. 회사 네트워크의 PC는 

대개 도메인에 속해 있습니다. 네트워크 도메인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도메인 계정에 Microsoft 계정 연결 

도메인 계정에 Microsoft 계정을 연결하여 설정 및 기본 설정을 서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Microsoft 계정을 연결하여 집에서 사용하는 PC에서와 동일한 바탕 

화면 배경, 앱 설정, 브라우저 기록/즐겨찾기 및 기타 Microsoft 계정 설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도메인 PC의 Microsoft 계정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도메인 계정에 Microsoft 계정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그룹  가입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Windows에서 자동으로 작업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름이 지정됩니다. 네트워크에서 기존 

작업 그룹에 가입하거나 새 작업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 그룹에서는 파일 및 프린터 공유에 대한 기본 

사항이 제공되지만 실제로 공유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 그룹을 만들거나 홈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홈 그룹 전체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그룹에 가입하거나 작업 그룹을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바탕 화면에서 설정 참을 열고 PC 정보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컴퓨터 이름,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설정에서 설정 변경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선택 항목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컴퓨터 이름 탭에서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소속 그룹에서 작업 그룹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기존 작업 그룹에 가입하려면 가입하려는 작업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새 작업 그룹을 만들려면 만들려는 작업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작업 그룹에 가입하기 전에 Surface가 도메인에 속해 있으면 도메인에서 제거되고 해당 도메인의 사용자 컴퓨터 

계정은 비활성화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onnect-microsoft-domain-accoun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homegroup-help#homegroup-start-to-finish=windows-8&v1h=win8tab1&v2h=win7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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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그룹  가입  

홈 그룹은 프린터 등의 장치와 문서/사진/음악/비디오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의 PC 

그룹입니다. 홈 그룹을 통해 콘텐츠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홈 그룹은 암호로 보호되며 해당 암호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 그룹에 가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 홈 그룹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홈 그룹 암호를 입력하고 가입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암호는 홈 그룹에 속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 그룹과 공유할 라이브러리 및 장치를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에서 TV, 게임 콘솔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공유 콘텐츠를 재생하려면 미디어 장치 아래의 

컨트롤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홈 그룹에 가입한 후에는 홈 그룹에 속한 컴퓨터에 액세스하고 해당 컴퓨터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처음에 읽기 권한으로 공유됩니다. 즉, 다른 사용자가 라이브러리의 콘텐츠를 보거나 들을 수는 

있지만 해당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파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액세스 수준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 파일 및 폴더를 공유에서 제외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홈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비롯하여 홈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홈 그룹 전체 

프로세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및 전체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려면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 홈 그룹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홈 그룹과 공유할 라이브러리 및 장치를 선택합니다. 

공유  

이 섹션에서는 파일 및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megroup-from-start-to-finish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megroup-from-start-to-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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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켜기  또는  끄기  

네트워크에 처음 연결하면 PC 간에 공유를 설정할지, 그리고 프린터 같은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의 답변에 따라, 연결할 네트워크 유형에 맞는 적절한 방화벽 및 보안 설정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언제든지 공유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네트워크 아이콘(  또는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연결할 네트워크를 길게 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공유 켜기 또는 끄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공유를 켜거나 끄는 데 사용되는 메뉴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홈 네트워크나 소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 및 장치를 알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예, 공유를 켜고 장치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면 Surface를 프린터 같은 

네트워크의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예: 커피숍 또는 공항)의 네트워크의 경우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 및 장치를 알지 못하며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아니요, 공유를 켜거나 장치에 연결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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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파일  및  폴더  공유  

파일 탐색기의 공유 탭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홈 그룹, 작업 그룹 또는 도메인)의 파일 또는 폴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 탐색기를 열고 공유하려는 파일 또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2. 공유 탭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공유 탭 

3. 공유 대상 그룹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공유 대상 옵션은 연결하는 네트워크 유형(도메인, 작업 그룹 또는 

홈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네트워크 또는 공유 PC의 파일 및 폴더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Sur face의  계정과  파일  공유  

공용 폴더를 사용하면 같은 Surface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파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Surface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파일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항목  찾기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파일, 폴더 및 라이브러리를 보려면 파일 탐색기를 열고 홈 그룹 또는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파일 탐색기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파일 탐색기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사용 중인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홈 그룹 또는 네트워크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공유 파일 및 폴더를 찾아보려면 네트워크 아래의 컴퓨터 이름 또는 홈 그룹 아래의 사용자 이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이 방법으로 프린터 등의 다른 네트워크 리소스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파일 및 폴더가 있는 PC가 켜져 있으며 절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네트워크 또는 공유 PC의 파일 및 폴더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hare-files-folder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hare-files-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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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대역  연결 

모바일 광대역을 사용하면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곳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광대역 연결에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3G, 4G 또는 LTE 셀룰러 및 모바일 네트워크가 

사용됩니다.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무선 라우터  

 PC에 셀룰러 연결을 제공하는 USB dongle  

위의 두 옵션은 모두 모바일 광대역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용 무선 라우터를 켜거나 셀룰러 연결이 가능한 USB dongle을 Surface의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2. 설정 참을 열고 네트워크(  또는 )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자동으로 연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자동으로 로밍하려면 데이터 로밍 허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연결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7. 메시지가 나타나면 APN(액세스 지점 이름) 또는 액세스 문자열, 사용자 이름,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장치 또는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팁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모바일 광대역 전체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Windows.com에서 인터넷 

요금제: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모바일 광대역 장치가 잠기거나 차단된 경우에는 Windows.com에서 모바일 광대역 장치 잠금 해제 또는 

차단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obile-broadband-from-start-to-finish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etered-internet-connections-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etered-internet-connections-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nlock-unblock-mobile-broadband-devic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nlock-unblock-mobile-broadband-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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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링 :  휴대폰의  데이터  연결  사용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을 Surface에 연결하여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다른 장치와 공유하는 것을 테더링(장치 간 연결)이라고도 합니다. 테더링 시에는 휴대폰이 

모바일 핫스폿으로 사용됩니다.  

참고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공유하려면 해당 기능이 통신사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 휴대폰 요금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금제 관련 자료나 통신사 웹 사이트에서 테더링을 

찾아보십시오. 이 기능 사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함께 다른 장치에서 공유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치가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더링 연결은 유료입니다. 유료 네트워크에서는 앱과 업데이트가 다운로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인터넷 요금제: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  공유  

휴대폰의 지침에 따라 휴대폰 인터넷 연결을 공유합니다.  

 Windows Phone  Windows Phone 8: 내 연결 공유 또는 Windows Phone 7: 내 연결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iPhone  iOS: 개인용 핫스팟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휴대폰과 함께 제공된 자료 또는 제조업체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2단계 :  휴대폰을  네트워크로  선택  

1. Surface에서 설정 참을 열고 무선 네트워크 아이콘( )을 탭합니다. 

2. 휴대폰 이름(설정한 브로드캐스트 또는 개인용 핫스폿 이름)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연결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1단계에서 설정한 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etered-internet-connections-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ww.windowsphone.com/ko-kr/how-to/wp8/start/share-my-connection
http://www.windowsphone.com/ko-kr/how-to/wp7/start/share-my-connection
http://support.apple.com/kb/HT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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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모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거나 일정 시간 동안 Wi-Fi 또는 Bluetooth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기 모드를 

설정합니다. 비행기 모드에서는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할 때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비행기 모드를 설정 및 해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무선 네트워크 아이콘(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비행기 모드를 설정 또는 해제로 변경합니다. 

비행기 모드가 설정되면 Wi-Fi 및 Bluetooth는 모두 해제됩니다.  

ICS(인터넷  연결  공유) 

ICS(인터넷 연결 공유)를 사용하여 홈 네트워크에서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연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ICS(인터넷 연결 공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VPN 연결을  사용하여  연결 

Surface Pro에서 VPN(가상 사설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VPN에 연결하는 방법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네트워크 아이콘(  또는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연결에서 VPN 연결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연결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연결에서 VPN 연결을 사용할 수 없으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이를 설정하는 데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ing-ics-internet-connectio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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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앱 

Surface에는 Xbox Music, Xbox Video, SkyDrive, 메일, Internet Explorer 등의 여러 앱 집합이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Surface Pro에는 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Office 365 고객을 위한 1개월 시험판 

버전이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Surface에 포함된 몇 가지 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Internet Explorer 

Surface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버전의 Internet Explorer 10이 제공되므로 매우 

편리하게 웹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터치용 앱  

 데스크톱 앱  

따라서 시작 화면이나 바탕 화면에서 쉽게 웹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두 Internet Explorer 

앱은 검색 기록과 설정을 공유합니다.  

참고  웹을 검색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 또는 모바일 광대역 연결(테더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네트워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터치용  Internet  Explorer   

Internet Explorer 10 앱은 터치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타일과 탭은 쉽게 탭할 수 있도록 크게 표시되며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Internet Explorer 앱을 시작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Internet Explorer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주소 표시줄 찾기 

주소 표시줄을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기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 오른쪽 단추 클릭 

 Alt+D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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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소 표시줄이 화면 아래쪽에 표시되고 탭 표시줄이 위쪽에 표시됩니다. 

특정 웹 사이트로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고정한 사이트,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및 즐겨찾기 사이트를 보려면 주소 표시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타일을 살짝 밉니다. 원하는 타일이 표시되면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주소 표시줄에 웹 주소 또는 검색 단어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시작하는 즉시 Internet Explorer에는 이전에 

방문한 사이트, 고정한 사이트, 즐겨찾기 사이트 및 사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일치하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팁 

 Internet Explorer 설정을 변경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인터넷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버전 

Internet Explorer에서만 사용 가능한 설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참을 사용하여 친구와 웹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 가이드의 링크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홈 페이지 변경 방법을 비롯한 Internet Explorer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Internet Explorer 추천 

활용팁을 참조하십시오. 

탭을 사용한 탐색 

새 탭을 열거나 탭 간을 전환하려면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탭 

표시줄이 위쪽에 나타나고 열린 웹 페이지의 엿보기가 표시됩니다.  

 브라우저 창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해당 창으로 전환합니다.  

 새 브라우저 탭을 열려면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새 탭을 열면 고정된/자주 방문하는/즐겨찾기 웹 

사이트가 주소 표시줄 위에 나타나므로 해당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InPrivate 탭을 열려면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탭 닫기를 선택하여 현재 표시된 탭 이외에 열려 있는 

모든 탭을 빠르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웹 즐겨찾기 

사이트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거나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소 표시줄에서 사이트 고정 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시작 화면에 고정 또는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보기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Windows 8 및 Windows RT PC 간에 브라우저 즐겨찾기 및 기록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설정 동기화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getting-started/using-the-charms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internet-explorer-help#internet-explorer=top-solu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internet-explorer-help#internet-explorer=top-solu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add-view-organize-favorites#ie=i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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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간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을 설정하면 페이지 및 문서 간을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뉴스 

사이트에서 문서를 읽는 중에는 페이지 간을 살짝 밀거나 앞으로 단추 를 클릭하여 다음 콘텐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설정하려면 Internet Explorer에서 설정 참을 열고 인터넷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바탕 화면에서 웹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데스크톱 

앱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바탕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또는 Windows 로고  키+D를 누름). 

2. 작업 표시줄에서 Internet Explorer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설정 변경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려면 Internet Explorer(데스크톱 버전)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탭한 

다음 인터넷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설정 관련 도움말을 보려면 오른쪽 위 모서리의 ?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두 Internet Explorer 앱에서는 모두 같은 설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팝업 차단을 해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오른쪽 위 모서리의 설정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인터넷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개인 정보 탭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팝업 차단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검색 기록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의 Internet Explorer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2. 오른쪽 위 모서리의 즐겨찾기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 검색 기록 탭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추가  기능   

Internet Explorer 10은 추가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별도의 추가 기능을 설치하지 않고 HTML5 

및 여러 Adobe Flash Player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 및 도구 모음은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에서만 작동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추가 기능이 필요한 페이지를 보려면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주소 표시줄을 표시하고 페이지 도구 단추,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보기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에서 사용 가능한 추가 기능 목록을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의 Internet Explorer에서 추가 기능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웹 페이지를 보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Windows.com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거나 

웹 페이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change-ie-settings?ocid=IE10_cpl_general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manage-add-ons#ie=ie-10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videos-dont-work#ie=ie-10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videos-dont-work#ie=i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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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및 Silverlight 플러그 인 호환성 

Java 및 Silverlight 등의 추가 기능은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에서만 작동합니다. Windows.com의 Internet 

Explorer에서 Java 설치에서 설치 지침을 참조하거나 Microsoft.com/Silverlight로 이동하여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에 Silverlight를 설치하십시오.  

백그라운드에서  오디오  스트리밍  

다른 앱을 사용하는 중에 웹 사이트에서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데스크톱용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합니다. 

 터치용 Internet Explorer를 사용 중인 앱 옆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앱 사용(앱 나란히 배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Xbox Music 앱을 사용하여 재생하는 음악은 앱을 전환하고 화면이 꺼져도 계속 재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음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메일  

메일 앱을 사용하면 보기나 앱을 전환하지 않고도 모든 이메일 계정의 

이메일 메시지를 빠르게 읽고 회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  추가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이 가이드의 이메일 계정 

추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계정  제거  

이메일 계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Windows용 메일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설정  변경  

이메일 계정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메일 앱을 열고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여 설정 참을 엽니다. 

2.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변경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이 창 오른쪽 가장자리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메일 암호, 다운로드할 이메일 수, 이메일 서명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뒤로 화살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install-java#ie=ie-10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install-java#ie=ie-10
http://www.microsoft.com/silverligh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ail-app-faq
ms-windows-store:PDP?PFN=microsoft.windowscommunicationsapps_8wekyb3d8b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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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사용  

메일 앱에는 3개의 창이 있습니다. 

 왼쪽 창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는 이메일 폴더와 

계정이 표시됩니다. 폴더 또는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해당 폴더 또는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가운데 창에는 선택한 이메일 계정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창(읽기 창)에는 선택한 이메일 메시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아래 표에는 메일에서 일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을 모두 사용하려면 Windows 스토어에서 최신 버전의 메일 앱을 설치하십시오. 

 

작업 수행 방법 

앱 명령 표시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거나 Windows 로고 키 +Z를 눌러 메일의 명령을 표시합니다.  

여러 메시지 선택   터치 사용 시  가운데 창에서 선택하려는 각 메시지를 살짝 밉니다.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 사용 시  선택하려는 각 메시지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연속하는 메시지 그룹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위쪽 

화살표 또는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지우려면 원하는 메시지를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회신, 전체 회신 또는 전달 오른쪽 위 모서리의 회신 단추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메시지 삭제 메시지를 하나 이상 선택하고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복사 및 붙여넣기   터치 사용 시  한 단어를 탭한 다음 해당 단어 양쪽 끝의 원을 끌어 

선택 영역을 확장합니다. 선택한 텍스트를 탭하고 앱 명령 

모음에서 복사 또는 복사/붙여넣기를 탭합니다.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 사용 시  텍스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복사 또는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키보드 사용 시  Ctrl+C를 눌러 복사하고 Ctrl+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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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만들기 및 메시지 이동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민 다음 폴더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새 폴더를 만들거나, 이동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선택한 

메시지를 이동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새 이메일 메시지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글꼴, 글머리 기호 목록 등의 

기본 서식 옵션을 표시합니다.  

Ctrl+B(굵게), Ctrl+Shift+F(글꼴 선택) 등의 바로 가기 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바로 가기 키 목록은 Windows.com에서 바로 가기 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찾기 메시지 위의 검색 아이콘을 탭하거나 검색 참을 엽니다. 사용자 이름, 

이메일 메시지의 텍스트 등 찾으려는 항목을 검색 상자에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검색 아이콘을 탭합니다.  

메시지 인쇄 이메일 메시지를 선택한 후 장치 참을 열고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인쇄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알림 새 이메일 알림은 오른쪽 위 모서리, 잠금 화면 및 메일 타일에 

표시됩니다. 새 이메일에 대해 알림을 받는 방법을 변경하려면 

Windows.com에서 메일, 일정, 피플 및 메시지에 대한 알림을 관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를 읽지 않음/정크/플래그 

지정으로 표시 

메시지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플래그, 정크 또는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메일 보내기/받기 이메일을 수동으로 동기화하려면 앱 명령을 열고 동기화를 탭하거나 

F5 키를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메일 앱은 새 이메일이 도착하는 즉시 다운로드하며, 지난 

2주 동안의 이메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메일 다운로드 시기와 

다운로드할 이메일 수를 변경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메일 서명 변경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이메일 계정을 선택하고 

서명 사용 옵션을 찾습니다. 그런 후에 상자의 텍스트를 변경합니다.  

첨부 파일 보내기 새 이메일 메시지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종이 클립 단추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메시지에 추가할 파일을 선택하고 첨부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이 크거나 받는 사람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메일 메시지에서 SkyDrive를 사용하여 보내기 링크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기본 첨부 파일과 

SkyDrive 첨부 파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keyboard-shortcut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manage-notifica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manage-notifica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at-difference-skydrive-attachments-basic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at-difference-skydrive-attachments-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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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com 별칭에서 메일 보내기 Outlook.com 계정에서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 Windows용 메일 앱: FAQ 

에서 Outlook.com 별칭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추가 피플 앱을 사용하여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방법은 Windows.com에서 

Windows용 피플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이메일  앱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웹 메일 계정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웹 메일 페이지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웹 즐겨찾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Outlook과 같은 데스크톱 앱(별도 판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Windows 스토어에서 이메일 앱을 

검색해 보십시오. 

피플  

피플 앱은 단순한 주소록 이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피플 앱을 사용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의 계정을 

연결하면 최신 업데이트, 트윗, 사진 등을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을 전환하지 

않고도 업데이트된 소식에 댓글을 남기거나 트윗을 

리트윗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  

기존 연락처 목록 및 주소록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피플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계정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추가하려는 이메일 또는 소셜 네트워킹 계정을 선택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계정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추가하려는 계정과 Microsoft 간에 공유되는 정확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리면 연락처가 피플 앱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정 유형에 따라 프로필 

사진, 상태 업데이트 및 기타 정보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mail-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eopl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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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한 번에 한 명씩 추가하거나 이메일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Windows용 

피플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013년 1월 30일 현재 Google은 일부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EAS(Exchange ActiveSync) 연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므로 피플 앱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Google 서비스를 Windows와 동기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팁 

 연락처 링크 또는 표시되는 연락처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Windows.com에서 Windows용 

피플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찾기  

사용자를 추가한 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당 사용자의 최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피플 앱에서 검색 참을 열고 원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특정 문자로 이동  피플 앱에서 화면을 축소하여 특정 문자만 표시합니다.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면 

이름이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사용자가 바로 표시됩니다.  

 시작 화면에 고정  사용자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해당 사용자의 업데이트 및 트윗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연락처 정보와 업데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시작 화면에 연락처 고정 참조).  

 즐겨찾기로 추가  피플 앱을 열면 즐겨찾기로 추가한 사용자의 사진이 가장 먼저 표시됩니다. 사용자를 

즐겨찾기로 추가하려면 피플 앱에서 원하는 사용자를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즐겨찾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원하는  사용자와  연결  

원하는 사용자를 찾은 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 보내기  

 통화 또는 화상 통화하기  

 지도에서 주소를 찾아 이동 방향 확인  

 Facebook 담벼락에 글 쓰기 

표시할  연락처  변경  

기본적으로는 추가한 계정의 모든 연락처가 연락처 목록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별로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표시되는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은 

Windows.com 페이지 Windows용 피플 앱: FAQ에 있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eople-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eople-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google-windows-8-r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eople-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eople-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eopl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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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화면에  연락처  고정  

원하는 사용자를 시작 화면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열지 않고도 해당 사용자의 사진과 새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보내고 채팅을 시작하는 등의 작업에도 편리하게 바로 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피플 앱에서 고정할 사용자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민 다음 시작 화면에 고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과 Facebook 상태 업데이트 및 트윗이 시작 화면에 타일로 표시됩니다. 해당 타일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메일/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게시  

Facebook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트윗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플 앱의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나를 탭합니다.  

2. 새 소식 아래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게시 단추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다른  사람의  Facebook 담벼락에  글  쓰기  

다른 사람의 Facebook 담벼락에 글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플 앱에서 연락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새 소식에서 Facebook 상자에 내용을 입력한 다음 게시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팁 

 공유 참을 사용하면 소셜 네트워크와 링크 또는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사진, 링크 등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일정   

일정 앱에서는 모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알림과 알림을 통해 이벤트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일정  확인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고 나면 모든 약속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앱에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앱을 열고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합니다. 

2.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계정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추가할 계정 유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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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정에 일정이 여러 개이면 일정 앱에 모든 일정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일정으로 이동해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공유 일정이 포함된 Gmail 일정이 일정 앱에 표시되지 않으면 

www.gmail.com으로 이동해야 해당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2013년 1월 30일 현재 Google은 새로운 EAS(Exchange ActiveSync) 연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의 일정 앱을 사용 중인 경우 Google 일정은 일정 앱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Google 서비스를 Windows와 동기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변경  

표시할 일정과 일정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일 일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일정 옵션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일정 앱에서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표시할 일정과 적용할 색을 선택합니다. 

보기  전환  

세 가지 일정 보기(일, 주, 월)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앱 명령을 엽니다.  

2. 일, 작업 주, 주 또는 월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일정  항목  추가  

할 일 항목에 대한 미리 알림을 설정하거나 모임에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약속 또는 이벤트의 날짜와 시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새로 만들기를 탭할 수도 있습니다. 

2. 약속에 대한 일정을 선택합니다. 

3. 제목, 장소, 기간 등 약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4. 초대 필드에 초대할 사용자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Outlook 계정에서 모임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약속이 있거나 없는 시간을 확인하여 해당 정보에 

따라 모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정 정리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회사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 SP1 또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Preview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 이 모임을 되풀이 이벤트로 설정하려면 더 많이 표시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주기를 선택합니다. 

6. 저장( )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google-windows-8-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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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미리  알림  확인  

일정 알림을 잠금 화면에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 개인 설정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잠금 화면 앱에서 +, 일정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왼쪽의 알림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일정 앱에 대해 알림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Windows용 일정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예정된 이벤트에 대해 알림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메일, 일정, 피플 및 메시지에 대한 알림을 관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카메라  

Surface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여 친구와 화상 채팅을 하고,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임 및 이벤트를 핸즈프리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두 카메라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두 카메라 중 하나가 활성 상태일 때는 프라이버시 

표시등이 나타나므로 편안하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카메라는 모두 고정 초점 방식이므로 

초점을 맞추는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는 비디오를 720p HD(가로 세로 비율 

16:9)로 캡처합니다. 

두 카메라에서 모두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Surface를 킥스탠드에 놓았을 때 

정면을 가리키도록 각도가 조정됩니다.  

비디오  촬영   

1. 시작 화면에서 카메라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비디오 모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비디오 모드와 사진 모드 간을 

전환합니다.  

3. 카메라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간을 전환합니다.  

4. 화면을 탭하여 비디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완료하면 화면을 탭하여 녹화를 중지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alendar-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manage-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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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카메라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비디오 보정, 밝기, 대비 등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Surface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비디오는 사진 라이브러리의 카메라 앨범에 저장됩니다. 사진 앱을 통해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의 다른 카메라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  

1. 시작 화면에서 카메라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비디오 모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 카메라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간을 전환합니다.  

4. 화면을 탭하여 사진을 찍습니다.  

팁   

 카메라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해상도, 밝기, 대비 등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Surface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사진은 사진 라이브러리의 카메라 앨범에 저장됩니다. 사진 앱을 통해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카메라 앱 및 웹캠: FAQ를 참조하십시오. 

Xbox Music 

Xbox Music에서는 현재 컬렉션을 재생하거나, 다양한 곡 및 앨범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스트리밍하거나4, 

음악 라이브러리에 원하는 곡 및 앨범을 추가하는 등 음악 앱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는 Music 앱에서 즐겨 듣는 음악에 따라 사용자 지정 재생 목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무료 스트리밍은 6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10시간으로 제한되며, 유료 Xbox Music Pass 가입 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Microsof t  계정으로  로그인  

Xbox Music에서 곡을 스트리밍하거나 구입하려면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음악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Microsoft 계정 정보(이메일 및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camera-app-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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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의  음악  재생  

음악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음악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왼쪽으로 스크롤하여 내 음악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재생할 곡이나 앨범을 선택하거나 재생 목록에 추가합니다. 모든 옵션을 표시하려면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밉니다.  

음악이 없는 경우 내 음악 섹션이 비어 있으면 바탕 화면의 음악 라이브러리에 곡을 추가하거나 홈 그룹에 

가입하여 홈 네트워크의 PC에 있는 음악에 액세스합니다. 

 음악 라이브러리에 음악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은 이 가이드의 Surface로 파일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PC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하려면 이 가이드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항목 찾기를 참조하십시오e.  

팁  

 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면 외부 스피커를 Surface의 헤드셋 잭 또는 USB 포트에 연결하거나 Bluetooth를 

통해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음악 앱을 열 때 음악을 표시하려면 기본 설정에서 해당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음악 앱에서 

설정 참을 열고 기본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시작 보기를 설정으로 지정합니다. 

음악  스트리밍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음악 앱에서는 다양한 곡에 액세스하여 무료로 즉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 앱의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살짝 밀어 검색 참을 열고 검색을 탭합니다. 

2. 검색 상자에 원하는 아티스트, 앨범 또는 곡을 입력하고 검색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아티스트, 앨범 또는 곡을 선택하고 재생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ISP 요금이 적용됩니다. 무료 음악 스트리밍은 6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1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음악을 제한 없이 

스트리밍하려면 아래의 Xbox Music Pas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곡  및  앨범  구입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여 Xbox Music 스토어에서 곡과 앨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는 곡이나 앨범을 찾습니다. 검색 참을 사용하면 특정 곡, 앨범 또는 아티스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음악이나 인기 음악을 선택하여 Xbox Music 스토어를 검색합니다.  

2. 앨범 구매를 탭 또는 클릭하거나 앱 명령을 표시한 다음 곡 구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앱 명령 표시).  

결제 옵션 및 대금 청구 내역을 비롯한 계정 설정을 확인하려면 설정 참을 연 다음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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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 t  DJ  사용  

Smart DJ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아티스트와 특성이 비슷한 곡으로 구성된 재생 목록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롤링 스톤즈를 좋아한다면 Smart DJ를 사용하여 이 밴드의 곡과 비슷한 다른 밴드의 곡으로 구성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컬렉션과 Xbox Music 스토어에서 재생 목록에 포함할 곡을 가져옵니다. 

음악 앱의 지금 재생 영역에서 새 Smart DJ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아티스트 이름을 입력한 후에 재생 아이콘을 

탭합니다. 

재생  목록  만들기  

좋아하는 곡에 쉽게 액세스하기 위한 재생 목록을 만들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 앱에서 왼쪽으로 스크롤하여 내 음악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재생 목록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새 재생 목록 만들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재생 목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컬렉션의 앨범이나 곡을 선택하고 앱 명령에서 재생 목록에 추가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앱 명령 표시).  

Xbox Music  Pass  

Xbox Music Pass를 구입하면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수백만 개의 곡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C, 태블릿, Windows Phone 또는 Xbox 360에서 곡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나 이동 중일 때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재생 목록을 만들어 저장하거나 

Smart DJ를 통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재생 목록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Xbox Music 또는 Xbox Music 스토어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으려면 support.xbox.com의 Xbox Music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음악  앱  

 Windows Media Player(Windows 8에 포함된 데스크톱 앱)를 사용하여 음악 및 비디오를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Media Player 사용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Windows Media Player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스토어에서 음악 앱을 추가로 찾아보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62213
http://support.xbox.com/music-and-video/music/music-info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ting-started-with-windows-media-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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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앱을 통해 사진 라이브러리의 사진을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Flickr, 

SkyDrive 등 즐겨 방문하는 사이트의 계정 정보를 

사진 앱에 추가하면 해당 사이트의 사진도 

표시됩니다. 즉, 모든 사진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진 앱을 

엽니다.  

 Surface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를 보려면 

사진 라이브러리, 카메라 앨범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사진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이 사진 앱에 표시됩니다. 사진 앱에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용 사진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팁  

 슬라이드 쇼 및 모두 선택과 같은 앱 명령을 표시하려면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사진 앱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을 확인하려면 Surface.com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사진  또는  비디오  가져오기   

사진 앱을 사용하여 카메라, 휴대폰 또는 이동식 저장소(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microSD 메모리 카드)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메라, 휴대폰 또는 이동식 저장소를 Surface에 연결합니다. 

2. 사진 앱을 열고 화면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살짝 민 다음 가져오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가져올 항목이 있는 카메라 또는 메모리 카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가져오려는 사진 또는 비디오를 각각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5.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고 가져오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팁 

 사진 앱과 관련한 도움말을 보려면 Windows.com에서 Windows용 사진 앱: FAQ를 참조하십시오.  

 사진 또는 비디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SkyDrive에 저장해 두고 Surface를 비롯한 모든 웹 연결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SkyDrive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진 갤러리를 통해 사진과 Movie Maker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무료 데스크톱 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hotos-app-faq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torage-files-and-folders/which-file-types-are-supported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hotos-app-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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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Video 

Xbox Video 앱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앱을 통해 비디오 

라이브러리의 비디오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비디오  재생   

비디오 라이브러리의 비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비디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왼쪽으로 스크롤하여 내 비디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재생할 비디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비디오를 아래쪽으로 살짝 밉니다.  

비디오가 없는 경우  내 비디오가 비어 있으면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비디오를 추가하거나 홈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비디오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은 이 가이드의 Surface로 파일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PC에 저장된 비디오를 재생하려면 이 가이드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항목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Media Player를 통해 비디오와 Movie Maker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무료 데스크톱 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팁  

 지원되는 형식을 확인하려면 Surface.com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면 외부 스피커를 Surface의 헤드셋 잭 또는 USB 포트에 연결하거나 Bluetooth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앱을 열 때 비디오를 표시하려면 기본 설정에서 해당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비디오 

앱에서 설정 참을 열고 기본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에 시작 보기를 설정으로 지정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torage-files-and-folders/which-file-types-are-supported


  

© 2013 Microsoft   101페이지 

 

Microsof t  계정으로  로그인  

Xbox Video에서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비디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Microsoft 계정 정보(이메일 및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찾아보기 ,  구입  및  대여  

비디오 앱을 사용하여 최신 영화를 구입 또는 대여하거나,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사용 가능한 

지역의 경우). 즉시 HD 화질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므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비디오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영화 및 TV 프로그램 선택 항목을 보거나, 범주를 찾아보거나, 검색 참을 사용하여 

특정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3. 원하는 영화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비디오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참고  Xbox Movies 및 TV 스토어는 일부 국가/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pport.Xbox.com에서 Windows용 Xbox 기능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팁  

 Xbox Video에서 비디오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Microsoft 계정에 연결된 결제 옵션으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탭합니다.  

 원격 재생 또는 Xbox SmartGlass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Surface에서 TV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5  

 비디오 앱 사용에 관한 도움말을 보려면 support.Xbox.com에서 Xbox Video 앱을 참조하십시오. 
 

5별도 판매되는 Xbox 360 콘솔 및 광대역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SmartGlass에서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 

여부, 콘텐츠 및 기능은 장치 및 지역별로 다릅니다. xbox.com/live를 참조하십시오. 

 

http://support.xbox.com/apps/windows-8/xbox-on-windows-feature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play-to#1TC=t1
http://support.xbox.com/ko-KR/music-and-video/video/video-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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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e 

Skype는 연락처와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항상 켜진 상태의 

앱입니다. Skype 앱 하나만 있으면 비디오, 화상 통화, 인스턴트 

메시징 등을 통해 친구들의 소식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모든 장치를 통해 무료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유선 전화와 휴대폰에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Skype 설정  

1. Windows 스토어에서 Skype 앱을 설치합니다.  

 스토어 앱을 열고 Skype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 결과에서 Skype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설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Skype 앱을 엽니다.  

3. Skype 웹 페이지 Windows 8용 Skype에 로그인하는 방법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Skype 계정과 Microsoft 

계정을 병합하면 Messenger의 친구가 기존 연락처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Skype에 연락처를 더 추가하려면 Skype.com의 연락처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통화  및  채팅  

통화  통화를 시작하려면 연락처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통화  또는 화상 통화 단추 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에 전화를 걸려면 Skype 홈 화면의 전화 걸기 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이 경우 Skype 

크레딧을 충전하거나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kype.com에서 휴대폰 및 유선 전화에 

전화 걸기를 참조하십시오. 

채팅  채팅을 시작하려면 연락처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합니다. 

Skype 도움말을 보려면 Skype.com에서 Skype 사용 방법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Skype 팁  

 Skype 설정을 변경하거나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Skype에서 설정 참을 엽니다. 

 화상 통화 중에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간을 전환하려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웹캠 이미지를 

탭합니다. 

 특정 사용자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해당 사용자의 사진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Skype에서 화상 

통화/채팅을 하거나 S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는 방법은 이 가이드의 

시작 화면에 연락처 고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skype.com/en/faq/FA12168/how-do-i-sign-in-to-skype-for-windows-8-with-my-microsoft-account
https://support.skype.com/en/faq/FA12107/adding-contacts-windows-8
https://support.skype.com/en/faq/FA12102/calling-mobiles-and-landlines-windows-8
https://support.skype.com/en/faq/FA12102/calling-mobiles-and-landlines-windows-8
https://support.skype.com/en/faq/FA12110/finding-your-way-around-skype-for-windows-8?frompage=search&q=finding+your+way+around&fromSearchFirstPag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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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스크톱 버전의 Skype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데스크톱용 Skype를 

참조하십시오.  

SkyDrive 

SkyDrive를 활용하면 중요한 문서, 사진 및 비디오에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에는 모든 PC, Mac, iPad 또는 휴대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무료 클라우드 저장소 7G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ffice 2013 앱을 사용하여 만드는 문서는 SkyDrive에 

저장됩니다. 

SkyDrive 앱을 사용하여 파일을 SkyDrive에 업로드하거나 SkyDrive에 

저장한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SkyDrive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SkyDrive에 저장한 모든 파일이 표시됩니다. 폴더 이름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엽니다. Office 파일은 Office 앱에서, 음악 파일은 Xbox Music에서 열립니다.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면 앱 명령이 표시됩니다.  

팁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SkyDrive에 업로드하는 사진은 사진 앱에도 표시됩니다. 

 SkyDrive 관련 도움말을 보려면 SkyDrive 앱에서 설정 참을 연 다음 도움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어디서나  파일에  액세스   

모든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Xbox에서도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iPad 또는 컴퓨터(Windows/Mac)용 무료 SkyDrive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또는 웹에 연결된 장치에서 SkyDrive.com으로 이동하여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앱에서  SkyDr ive에  파일  업로드  

일부 앱의 공유 참에서 SkyDri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 중인 앱에서 SkyDrive에 콘텐츠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kype.com/en/download-skype/skype-for-computer/
https://apps.live.com/sky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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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진 앱에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사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업로드할 사진 또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3. 사진이나 폴더를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 SkyDrive에 업로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공유 참을 열고 SkyDrive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5. 사진을 업로드할 폴더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6. 업로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물론 SkyDrive 앱을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SkyDrive 앱을 열고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면 업로드/다운로드를 비롯한 앱 명령이 표시됩니다.  

SkyDr ive에서  사진  또는  비디오  공유  

SkyDrive를 통해 친구나 동료와 파일을 안전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대상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새 계정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대상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파일은 선택한 사용자와만 공유됩니다. 

큰 파일을 비롯한 모든 파일 공유 

첨부 파일을 사용하는 대신 SkyDrive에서 파일 링크를 사용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kyDrive 앱을 열고 공유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 선택합니다. 

2. 공유 참을 열고 공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메일로  메일을 선택하고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다음 원하는 경우 메모를 입력하고 보내기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피플을 선택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경우 메모를 입력하고 

보내기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SkyDriv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SkyDrive 앱: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SkyDr ive 데스크톱  앱  

미리 설치된 SkyDrive 앱은 컴퓨터 간에 파일을 자동으로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자동으로 동기화하려면 

무료 SkyDrive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SkyDrive 데스크톱 앱을 설치하고 나면 SkyDrive의 콘텐츠가 

Surface에서 선택한 위치에 동기화됩니다. 데스크톱 SkyDrive 앱은 파일을 클라우드에 손쉽게 복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파일 탐색기와 통합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파일은 컴퓨터 간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SkyDriv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용 SkyDrive 데스크톱 앱: 질문과 대답을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skydrive-app-windows-8-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skydrive/download
http://windows.microsoft.com/ko-kr/skydrive/windows-app-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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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시작 화면에서 Office 타일을 탭하여 Surface Pro에서 Microsoft Office 365 Home Premium을 구입, 정품 인증 

또는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Office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구입  다양한 Office 구입 옵션을 확인합니다. 

 정품 인증  Office를 이미 구입했을 경우 Office 제품 키를 입력합니다. 

 체험  Office 365 Home Premium의 1개월 평가판을 설치합니다. 

Office 365 Home Premium 평가판에는 최신 버전의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OneNote, Access 및 

Publish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ff ice 2013 제품군과  Off ice 365 간의  차이점  

Office 365 계획에 가입하거나 Surface Pro용 Office 2013 제품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Office 365 계획과 Office 

2013 제품군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면 Office.com에서 Office FAQ를 참조하십시오.  

Office 365 Home Premiu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단일 PC(예: Surface Pro)용 Office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Office.com/Buy를 방문하십시오. 

  

http://office.microsoft.com/ko-kr/products/office-frequently-asked-questions-FX102926087.aspx
http://office.com/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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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 face Pro에  Off ice 2010을  설치하는  방법  

Office 2010은 CD/DVD, 웹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D 또는 DVD에서 설치 

CD/DVD에서 Office 2010을 설치하려면 외장형 USB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Surface Pro에 연결합니다. Office 

2010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컴퓨터를 입력한 후 컴퓨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CD 또는 DVD 폴더를 열고 프로그램 설치 파일(대개 Setup.exe 또는 Install.exe)을 엽니다. 

 네트워크에서 설치 

회사 네트워크에서 Office를 설치하는 데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설치 

Office 2010 구입 시 함께 제공된 25자의 제품 키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Office 2010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Off ice 앱  시작  

Office 앱을 설치한 후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용하려는 앱 타일을 찾거나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Word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바탕 화면에서 Office 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바탕 화면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또는 Windows 로고  키+D를 누름). 바탕 

화면에서 Office 앱은 작업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Office 앱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시작 화면 또는 작업 표시줄에서 앱을 고정하거나 고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Surface 개인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Off ice 2013 빠른  시작  가이드  

Office 2013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무료 빠른 시작 가이드를 다운로드하면 작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 가능 가이드에는 작업 방법을 소개하는 유용한 팁과 바로 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ffice 2013 빠른 시작 가이드 

Outlook에서 이메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Outlook 2010 또는 Outlook 2013에서 전자 메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1.downloadoffice2010.microsoft.com/usa/registerkey.aspx?ref=pkc&culture=ko-kr
http://office.microsoft.com/ko-kr/support/office-2013-quick-start-guides-HA103673669.aspx
http://office.microsoft.com/ko-kr/web-apps-help/set-up-email-in-outlook-2010-or-outlook-2013-HA102823161.aspx?C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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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치에서  Off ice 파일  사용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Office 앱에서 문서를 SkyDrive(클라우드)에 기본적으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Office 문서가 한 곳에 보관되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휴대폰 또는 장치에서 해당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icrosoft 계정에는 SkyDrive의 무료 파일 저장소 7GB가 포함됩니다.  

또한 Office 문서를 SkyDrive에 저장하면 다른 사람들과 문서를 쉽게 공유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Office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무료 Office Web Apps를 통해 공유 문서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ffice.com에서 비디오: SkyDrive로 Office 문서 공유을 참조하십시오. 

원하는 경우에는 Office 앱에서 저장 시 컴퓨터를 선택하여 Surface에 Office 문서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호환성  

Office 2013 앱에서는 이전 버전 Office에서 만든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Office 2013과 이전 버전 Office 간의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Office.com에서 이전 버전과의 파일 호환성 확인를참조하십시오.  

터치 ,  펜  및  언어  지원  

 터치  Office.com의 Office 터치 가이드를 통해 새로운 Office 앱에서 터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  펜을 사용하여 Office 앱에서 그리거나 쓰거나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법(Office에서는 잉크 입력이라고 

함)을 확인하려면 Office.com에서 Windows 태블릿에서 펜을 사용하여 그리기, 쓰기, 또는 텍스트 강조를 

참조하십시오.  

 언어 지원  Office를 다른 언어로 사용하려면 Office.com에서 언어 팩 또는 언어 인터페이스 팩이 

필요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OneNote 

OneNote는 일상 생활에서 기억하고 관리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노트와 정보를 모두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 필기장입니다. 즉, 확인란을 사용해 할 일 목록을 만들고, 노트에 사진을 추가하고, 표/글머리 

기호/색 등을 사용해 노트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노트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컴퓨터, 휴대폰, 웹 등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urface에서는 다음 두 가지 버전의 OneNo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OneNote 앱: Windows 스토어에서 제공됩니다. 설치하려면 스토어를 열고 OneNote를 

입력합니다.  

 OneNote 2013(데스크톱 앱): Office 제품군과 함께 구입하거나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50772
http://office.microsoft.com/ko-kr/videos/video-sharing-office-docs-with-skydrive-VA103984830.aspx?CTT=1
http://office.microsoft.com/ko-kr/word-help/check-file-compatibility-with-earlier-versions-HA010357401.aspx?CTT=1
http://office.microsoft.com/ko-kr/support/office-touch-guide-HA102823845.aspx
http://office.microsoft.com/ko-kr/excel-help/use-a-pen-to-draw-write-or-highlight-text-on-a-windows-tablet-HA103986634.aspx?CTT=1
http://office.microsoft.com/ko-kr/onenote-help/do-i-need-a-language-pack-or-language-interface-pack-HA010354264.aspx?CTT=1
http://office.microsoft.com/ko-kr/onenote-help/do-i-need-a-language-pack-or-language-interface-pack-HA010354264.aspx?C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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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Note 전자 필기장은 클라우드(SkyDrive)에 저장되므로 두 앱 중 하나 또는 휴대폰에서 노트를 추가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OneNote를 처음 시작하면 Microsoft 계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OneNote 앱 사용 

아래 표에는 Windows 스토어를 통해 설치 가능한 무료 OneNote 앱에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 수행 방법 

텍스트 서식 지정 노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A 아이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사형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노트 찾기 검색 참을 열고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필기로 노트 작성 Surface 펜을 사용하여 필기로 노트를 작성합니다. 

OneNote와 노트 공유 

 

공유 참 또는 OneNote로 보내기를 사용하여 노트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의 웹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공유 

참을 연 다음 OneNo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빠르게 액세스 빠르게 열 수 있도록 시작 화면에 페이지를 고정해 둡니다. 

OneNote에서 특정 페이지를 잠시 길게 탭하고 있다가 손가락을 놓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탭합니다. 

도움말 확인 설정 참을 열고 도움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휴대폰에서 OneNote 사용 

휴대폰에서 OneNote를 사용해 이동 중에 노트를 작성하고 노트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Phone 8: OneNote Mobile 사용 방법 

 Windows Phone 7: OneNote Mobile 사용 방법  

 OneNote Mobile for Android  

 OneNote Mobile for iPhone  

http://www.windowsphone.com/ko-kr/how-to/wp8/office/use-onenote-mobile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8671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8673
https://itunes.apple.com/us/app/onenote/id410395246?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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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 

Lync를 사용하면 모든 곳의 사용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작업의 일부로 연결됩니다. Lync를 통해 인스턴트 메시징, 

음성, 화상 및 대규모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Surface Pro에서는 다음 두 가지 버전의 Lyn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ync 앱: Windows 스토어에서 제공됩니다.  

 Lync 2013(데스크톱 앱): Office 제품군과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  Microsoft Lync를 사용하려면 Lync Server 또는 Office 365/Lync Online 계정이 필요합니다.  

지도  

지도에서 현재 위치, 목적지, 이동 방향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상황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도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지도  내에서  이동  

1. 시작 화면에서 지도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지도의 현재 위치 액세스 및 사용을 허용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지도 이동  손가락을 화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밀어 지도를 이동합니다.  

 확대/축소  확대하려면 지도 위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벌리고 축소하려면 두 손가락을 

모읍니다.  

 특정 지점 확대  지도를 두 번 탭하면 자동으로 특정 지점이 가운데로 이동되고 확대됩니다. 다시 두 

번 탭하면 해당 지점이 더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 위치로 이동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내 위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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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찾기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에는 

총 거리와 예상 소요 시간이 표시됩니다.  

특정 주소나 장소로 이동하는 길을 찾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지도 앱에서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길 찾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A 및 B 필드(출발지와 도착지)에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주소 

 업종 이름이나 유형(예: 커피숍) 

 구/군/시 또는 우편 번호 

 원하는 지점(예: 남산타워) 

3. (안내)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도에 경로가 표시됩니다.  

4. 왼쪽 위 모서리에서 길 찾기 상자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지도  사용  

작업 수행 방법 

교통 상황 확인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민 다음 교통량 표시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설정 변경 설정 참을 열고 옵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방향 및 지도 인쇄 장치 참을 열고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인쇄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지도 공유 공유 참을 열고 메일을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문제  해결  

현재 위치가 지도 앱에 나타나지 않으면 개인 정보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개인 정보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앱에서 내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이 설정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Bing 지도 앱: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ing-maps-app-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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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Games 

Xbox 360이 없어도 Xbox Games 앱을 

사용하여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친구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상을 받거나 도전 

과제를 달성하고, 온라인 상태인 친구 및 

친구가 플레이 중인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의 게임 관련 

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유 참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게임, 프로필 및 도전 

과제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Microsof t  계정으로  로그인  

Xbox Games에서 게임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Microsoft 계정(이전의 Windows Live ID)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화면에서 게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을 탭하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Microsoft 계정 정보(이메일 및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다음 스토어 중 하나로 스크롤합니다.  

 Windows 게임 스토어 - Surface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Xbox 360 게임 스토어 - Xbox 360 콘솔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구입한 게임은 콘솔의 

다운로드 대기열에 추가되며 다음 번에 콘솔을 Xbox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팁  

 게임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구입, 플레이, 탐색 등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특정 게임을 찾으려면 검색 참을 

엽니다.  

 알림을 설정하여 게임을 하려는 경우 친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Xbox 게임에서는 도전 과제, 순위표, 멀티 플레이 모드, 친구와 연결 등의 Xbox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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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스토어의  게임   

스토어 앱을 사용하여 Surface용 게임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어 앱을 열고 게임으로 스크롤한 다음 게임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모든 게임을 찾아보거나 

위쪽에서 하위 범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게임을 구입하면 Microsoft 계정에 연결된 결제 옵션으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구입한 게임은 Windows 8 

또는 Windows RT를 실행 중인 최대 5대의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Windows 스토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참을 열고 계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Xbox SmartGlass 

 

Xbox SmartGlass가 있으면 Surface를 Xbox 360과 상호 작용하는 두 번째 화면으로 활용하여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동영상, 음악, 스포츠 및 게임을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6  

SmartGlass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확인하려면 Xbox.com/SmartGlass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xbox.com/ko-kr/smart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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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Xbox 360에서  Smar tGlass  설정  

Xbox.com 페이지 Xbox 360에서 SmartGlass 설정 및 사용의 단계를 수행하여 Xbox 360 콘솔에서 SmartGlass를 

설정합니다.  

2단계 :  Xbox 360에  Sur face 연결  

1. Surface에서 SmartGlass 앱을 엽니다.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2. 화면의 지시에 따라 Surface를 Xbox 360 콘솔에 연결합니다.  

3단계 :  원하는  콘텐츠  재생   

1. Surface에서 비디오, 음악 또는 게임 앱을 엽니다.  

2. 재생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Xbox 360에서 재생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SmartGlass 앱이 시작되고 Xbox 360에서 항목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Xbox SmartGlass에서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것 외에 재생 중인 동영상, TV 프로그램, 게임 및 음악에 대한 정보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두 번째 화면 도우미).  

6 광대역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ISP 요금이 적용됩니다. SmartGlass는 일부 게임 및 Xbox 콘텐츠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box 

Music을 비롯한 일부 콘텐츠의 경우에는 Xbox Live 골드 멤버십, 추가 요금 및/또는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과 콘텐츠는 

장치 및 지역별로 다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xbox.com/live를 참조하십시오. 

http://support.xbox.com/ko-KR/xbox-360/smartglass/smartglass-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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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  제공  앱 

  
뉴스  

다양한 사진이 표시되는 뉴스 앱을 통해 전 세계의 

최신 주요 뉴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밀면서 헤드라인을 빠르게 확인하거나 관심 주제에 

대한 상세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이 지정된 차트를 살짝 밀어 

특정일의 활동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여행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탭이나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목적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심 스포츠, 팀 및 선수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살짝 밀면서 헤드라인, 점수, 일정, 

기록 등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날씨  

시간별, 일별 및 10일 단위 예보를 통해 최신 날씨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예보 

제공업체의 날씨 정보를 비교하고, 레이더 지도를 

확인하고, 과거의 날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B ing 

Bing 앱에서는 검색 창, 인기 항목 링크 및 배경 

사진이 있는 Bing 홈 페이지가 열립니다. 인기 

검색어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검색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tp://apps.microsoft.com/windows/app/514c2f84-5490-4d72-b509-e482fb095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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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PDF 및 XPS 형식의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 뷰어: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무료  데스크톱  앱   

이 섹션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데스크톱 앱에 대해 설명합니다.  

Windows 사진  뷰어  

Windows 사진 뷰어(데스크톱 앱)를 사용하면 

디지털 사진 모음 간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사진 뷰어에 대해 알아보려면 Windows 

도움말의 Windows 사진 뷰어 사용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여 설정 참을 열고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Windows Media P layer  

Windows Media Player(데스크톱 앱)를 사용하여 음악, 비디오, 사진 등의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edia Player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검색 참을 엽니다. 

2. 검색 상자에 Windows Media Player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Windows Media Player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Windows Media Player 사용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Windows Media Player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reader-faq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reader-faq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getting-started-with-windows-media-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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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갤러리  

사진 갤러리를 사용하면 사진을 편리하게 구성 

및 편집하고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크톱 앱은 온라인 사진 

갤러리(Windows.com)에서 제공됩니다. 

사진 갤러리 사용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사진 갤러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무비  메이커  

무비 메이커를 사용하여 비디오 및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크톱 

앱은 온라인 무비 메이커 (Windows.com)에서 

제공됩니다. 

Movie Maker 사용 관련 도움말은 

Windows.com에서 무비 메이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SkyDr ive  

미리 설치된 SkyDrive 앱을 사용하면 SkyDrive.com에 저장한 파일을 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간에 

파일을 자동으로 동기화하려는 경우에는 무료 SkyDrive 데스크톱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live/photo-gallery-get-started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live/photo-gallery-get-started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live/windows-essentials-help#v1h=tab2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live/movie-maker-get-started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live/windows-essentials-help#v1h=tab1
http://windows.microsoft.com/ko-kr/skydrive/download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live/photo-gallery-get-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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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추가 정보 

이 섹션에서는 Surface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할 만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Surface를  최신 상태로  유지 

Windows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Surface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Windows 업데이트  

온라인에서 업데이트를 검색하거나 Surface에서 중요 픽스가 누락되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Windows 

업데이트에서 중요 업데이트가 제공되면 자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잠금 

화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indows 업데이트 

중요 업데이트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PC가 2일 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Surface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2일 동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Windows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Surface를 다시 시작함).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전원 아이콘을 탭하고 업데이트 및 다시 시작을 탭합니다.  

-또는-  

 시작 화면에서 설정 참을 열고 전원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업데이트 및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Windows 업데이트 수동 확인 

제어판이나 PC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왼쪽의 Windows 업데이트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지금 업데이트 확인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surface-with-windows-RT/getting-started/get-to-know-window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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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업데이트 기록 확인 

이미 설치된 Windows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업데이트 기록 보기를 입력한 후에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업데이트 기록 보기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Windows.com에서 업데이트 설치 문제 해결을 참조하거나 Windows 

도움말에서 검색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탕 화면에서 설정 참을 열고 도움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검색 상자에 Windows 업데이트를 입력합니다. 

Windows 업데이트 설정 변경 

권장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알림만 받을 수 있도록 Windows 

업데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업데이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바탕 화면에서 설정 참을 열고 제어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시스템 및 보안, Windows 업데이트를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 확인 및 변경  

 업데이트 기록 보기  

 업데이트 확인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려면 설정 변경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중요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 자동 

설치(권장)를 선택합니다.  

Windows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 자동 업데이트: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troubleshoot-problems-installing-update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indows-updat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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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는 하드웨어의 작동 방법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Surface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Surface를 업데이트합니다.  

중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Surface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Surface를 켤 때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Windows 업데이트에서는 부착된 

키보드의 펌웨어 업데이트도 확인합니다.  

Windows Defender 및  Windows SmartScreen 

Windows Defender 및 Windows SmartScreen은 Windows 8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Surface를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실시간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Windows Defender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Surface가 맬웨어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보호 제공. Windows Defender는 맬웨어가 Surface에 자체적으로 설치되거나 실행되려고 시도할 

경우 이를 알려 줍니다. 또한 앱이 중요한 설정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알려 줍니다. 

 언제든지 검사 옵션 제공. Windows Defender를 사용하여 Surface에 설치되었을 수 있는 맬웨어를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예약하고, 검사 도중 감지된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제거하거나 임시로 

격리할 수 있습니다. 

Windows Defender를 사용하여 Surface를 검사하고 Windows SmartScreen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은 

Windows.com에서 Windows Defender 및 Windows SmartScreen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방화벽 

Windows 방화벽을 사용하면 해커와 일부 유형의 맬웨어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Surface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Windows 방화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 방화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indows-defender#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indows-firewall-from-start-to-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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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 

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로 Surface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암호 또는 PIN과 

같은 적절한 암호화 키가 있는 사용자만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고 읽을 수 있습니다. BitLocker를 사용하면 전체 

하드 드라이브를 암호화하여 해커로부터 암호가 도난 당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Surface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BitLocker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Surface의 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를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 사용을 방문하여 

이 페이지 끝부분의 운영 체제 드라이브 잠금이라는 제목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BitLocker To Go를 사용하여 이동식 데이터 드라이브(예: 외장 하드 드라이브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의 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 

사용 페이지에 있는 이동식 데이터 드라이브 잠금이라는 제목 아래의 단계를 따릅니다.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BitLocker로 보호된 드라이브 잠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접근성   

접근성 기능을 통해 Surface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검색을 탭합니다. 

2. 검색 상자에 접근성을 입력하고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변경할 설정을 선택합니다. 

접근성 기능에 대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접근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음성  인식  

Windows 음성 인식을 통해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도 Surfa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통해 Surface를 

제어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미국/영국),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북경어(중국어 간체/번체), 스페인어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음성 인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itlocker#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itlocker#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itlocker#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nlock-bitlocker-protected-drive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personalization-accessibility-help#personalization-accessibility-help=windows-8&v1h=win8tab2&v2h=win7tab1&v3h=winvistatab1&v4h=winxptab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ing-speech-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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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기  키  

다음 표에는 Windows에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바로 가기 키가 나와 있습니다.  

누를 키 수행할 작업 

Windows 로고 키 +입력 시작  PC를 검색합니다. 

Windows 로고 키 +C  참을 엽니다. 

앱에서는 해당 앱의 명령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F  검색 참을 열어 파일을 검색합니다. 

Windows 로고 키 +H  공유 참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I  설정 참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J  기본 앱과 나란히 배치한 앱 간을 전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K  장치 참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O  화면 방향(세로 또는 가로)을 잠급니다. 

Windows 로고 키 +Q  검색 참을 열어 앱을 검색합니다. 

Windows 로고 키 +W  검색 참을 열어 설정을 검색합니다. 

Windows 로고 키 +Z  앱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Windows 로고 키 +Tab  데스크톱 앱을 제외하고 열린 앱 간을 순환합니다. 

열려 있는 모든 앱 간을 전환하려면 Alt+Tab을 

사용합니다. 

Windows 로고 키 +Shift+마침표(.)  앱을 왼쪽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마침표(.)  앱을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바로 가기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Windows.com에서 바로 가기 키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keyboard-short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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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만들기   

화면의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 주는 것이 더 간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려면 터치 

스크린의 Windows 로고 를 길게 누르고 Surface 왼쪽 가장자리의 볼륨 작게 단추를 누릅니다. 화면이 

복사되어 사진 라이브러리의 스크린샷 폴더에 파일로 저장될 때는 화면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캡처 도구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화면의 특정 영역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도구 사용에 대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캡처 도구를 사용하여 스크린샷 캡처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은 노래, 동영상, 사진 또는 웹 페이지 등 특정 형식의 파일을 열 때 Windows에서 자동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Surface에 두 개 이상의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PDF 형식의 메일 

첨부 파일을 열 때 해당 PDF 파일이 기본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검색 참을 열고 검색 상자에 기본 프로그램을 입력한 다음 검색 결과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2.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다음 확인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5.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형식 및 프로토콜을 선택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값 

선택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다른  PC의  파일 및  앱으로  작업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사용하면 PC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PC(원격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PC에서 회사 PC에 연결하여 모든 앱, 파일, 네트워크 리소스를 회사 PC 앞에 앉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PC에 열려 있는 앱을 닫고 동일한 앱을 집에서 사용하는 PC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앱을 사용하여 Surface Pro를 다른 PC에 연결하거나 다른 PC에서 Surface Pro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앱을 사용하여 다른 PC에 있는 파일 및 앱을 작동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Windows.com에서 어디서나 파일과 앱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연결을 허용하도록 Surface Pro를 설정하려면 Windows.com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 FAQ를 

참조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use-snipping-tool-capture-screen-shots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56422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remote-desktop#1TC=t1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remote-desktop-connection-frequently-asked-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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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복원 ,  새로  고침  또는  초기화 

PC에 문제가 있으면 복구하거나, 새로 고치거나, 초기화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PC를 복구하면 최근에 수행한 

시스템 변경을 실행 취소하게 됩니다. PC를 새로 고치면 Windows가 다시 설치되고 개인 파일, 설정, 그리고 PC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앱과 Windows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은 유지됩니다. PC를 초기화하면 Windows가 다시 

설치되지만 파일, 설정, 그리고 PC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앱을 제외한 모든 앱이 삭제됩니다. 

개인 파일을 복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Windows.com에서 파일 히스토리 사용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ur face를  이전  시점으로  복원  

최근에 설치한 앱 또는 드라이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면 복원 지점이라고 하는 이전 시점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을 수행하면 개인 파일은 변경되지 않지만 최근에 설치한 앱 또는 

드라이버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려는 모든 데스크톱 앱의 제품 키 및 설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복원을 통해 Surface를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공유를 탭합니다. 

2. 검색 상자에 복구를 입력하고 설정을 탭하거나 클릭한 후 복구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시스템 복원 열기를 탭하거나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Sur face 새로  고침  

Surface가 처음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Surface를 새로 고치면 Windows가 다시 

설치되며 개인 파일, 설정 및 앱은 유지됩니다.  

중요  Surface에 기본 제공되거나 Windows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은 다시 설치되지만 다른 웹 사이트 및 DVD에서 

설치한 앱은 모두 제거됩니다. Surface를 새로 고친 후 데스크톱에서 제거된 앱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시 설치하려는 모든 데스크톱 앱의 제품 키 및 설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urface를 새로 고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합니다.  

2. 일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PC 복구에서 시작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Sur face 초기화   

Surface에 문제가 있거나 처음 구입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모든 항목을 제거하고 Windows를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경고  이 경우 개인 파일이 모두 삭제되고 모든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모든 파일을 백업하십시오. 

Surface에서 기본 제공되었던 앱은 자동으로 다시 설치되지만 다른 앱은 아래 단계에 따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시 설치하려는 모든 데스크톱 앱의 제품 키 및 설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how-use-fil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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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를 초기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참을 열고 PC 설정 변경을 탭합니다.  

2. 일반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모든 항목을 제거하고 Windows 다시 설치에서 시작을 탭하거나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참고  데이터를 빠르게 지울지 아니면 완전히 지울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지우도록 선택하는 경우 Surface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일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도록 선택하면 프로세스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데이터를 복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Surface를 초기화한 후에는 Windows 스토어 앱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어 앱을 엽니다.  

2.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앱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3. 설치할 앱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설치를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Windows Media Center 추가  

Surface Pro에는 Windows Media Center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Windows 8 Pro 제품에 Windows 8 

Media Center Pack K를 추가하여 Windows Media Center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유료). 이렇게 하려면 

Windows.com의 기능 추가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Surface Pro BIOS/UEFI  

Surface Pro에서는 BIOS(기본 입출력 시스템) 대신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라는 표준 펌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UEFI란?을 참조하십시오.  

Surface UEFI 펌웨어 설정에 액세스하거나 USB 장치에서 부팅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Surface.com에서 

BIOS/UEFI를 사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BitLocker 복구  키 

Surface로부터 잠겨 있을 경우 BitLocker 복구 키를 사용하여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잠긴  이유  

보안 이벤트 또는 하드웨어 오류로 인해 Surface가 잠기는 경우 BitLocker 복구 키를 사용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Surface에 로그인하면 BitLocker 복구 키 복사본이 해당 계정에 자동으로 백업됩니다. 복구 

키를 얻으려면 온라인의 BitLocker 복구 키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BitLocker 복구 키: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60813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what-uefi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warranty-service-and-recovery/how-to-use-the-bios-uefi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37614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itlocker-recovery-keys-faq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8/bitlocker-recovery-keys-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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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정리 및 관리 

Surface의 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터치 스크린과 키보드를 자주 청소하십시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터치 스크린에 커버를 덮어 두십시오. 

터치  스크린  관리 

긁힘, 지문, 먼지, 약품 및 자외선이 터치 스크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청소하기  터치 스크린은 청소하기 쉽도록 코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게 문지르지 않아도 

지문이나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긁힘을 방지하려면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화면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천에 물이나 안경 세척액을 묻혀 닦을 수는 있지만 액체를 Surface에 직접 뿌리지는 

마십시오. 또한 유리 세척액이나 기타 청소용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커버 덮어 두기  이동 중이거나 Surface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키보드 커버를 닫아 놓습니다. 터치 커버나 

타이핑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슬리브로 터치 스크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슬리브는 

Surface.com/Accessories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직사광선 피하기  Surface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오랫동안 두지 않습니다. 자외선과 지나친 열기로 

인해 터치 스크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커버  및  키보드  관리 

터치 커버 또는 타이핑 커버는 묽은 비눗물에 적신 보풀이 없는 천으로 닦습니다. 액체를 키보드에 직접 뿌려서는 

안 됩니다. 키보드 커버를 자주 청소하면 새것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버의 옆면이나 자석 연결부가 

오염되거나 얼룩이 지면 이소프로필 알코올(소독용 알코올이라고도 함)을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습니다.  

배터리  관리  

 작동 온도  Surface는 0~35°C(32~95°F)에서 작동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고온에 취약하므로 

Surface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고온의 차량 내에 두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재충전  배터리가 완전히 또는 거의 방전된 상태가 아니어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재충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월 한 번 이상은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사용한 후에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터리 수명  배터리의 재충전 주기는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주기에 도달하면 공인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accessori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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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확인 및 지원 받기 

Surface, Windows 및 특정 앱 관련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urface 도움말  Surface.com/Support에서 Surface 도움말 및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도움말  Surface에서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도움말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도움말 및 

지원을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Windows 도움말 콘텐츠는 온라인(Windows.com)에서도 제공됩니다. 

 앱 도움말  앱에서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살짝 민 다음 설정, 도움말을 차례로 탭하거나 클릭합니다. 

일부 앱의 경우 도움말이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설정 참에서 도움말을 찾을 수 없으면 회사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Surface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등록 페이지 Surface.com/Support/Register에서 등록하십시오.  

마침 

이 가이드의 끝부분입니다. 이 가이드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Surface 웹 사이트 Surface.com에서 최신 소식, 주변 기기 및 지원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support/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home
http://surface.com/Support/Register
http://www.microsoft.com/Surface/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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