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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3 개요 
노트북을 대신할 태블릿, Surface 3를 소개합니다. 이 설명서를 이용해서 Surface 3를 시작하십시오. 

Surface 3 사용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Surface.com에서 확인하십시오. 

Surface 3 기능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 Surface 3가 켜집니다. Surface 3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종료됩니다. 전원 버튼을 이용해 절전 모드로 전환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절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버튼 Windows 버튼을 누르면 시작 화면이 표시되며, Surface에서 빠르게 앱을 열고 

파일을 검색하거나 웹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 화면인 경우 

Windows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앱으로 돌아갑니다. 
 

볼륨 버튼 전방 카메라 전방 프라이버시 표시등 

마이크 전원 버튼 

Windows 버튼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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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가로 세로 비율이 3:2, 해상도가 1920 x 1280인 10.8” ClearType 풀 H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HD 영화를 감상하고 웹을 탐색하거나 원하는 앱을 

사용하십시오. 

 10포인트 멀티 터치가 지원되므로 손가락으로 항목을 선택하고, 

확대/축소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킥스탠드 3단계 각도 조절 킥스탠드를 접어서 책상이나 소파에서 또는 양손을 자유롭게 

두고 프레젠테이션하면서 편안하게 작업하거나 여가를 즐기십시오. 

Wi-Fi 및 Bluetooth Surface는 표준 Wi-Fi 프로토콜(802.11a/b/g/n/ac) 및 Bluetooth® 4.0을 

지원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헤드셋 등의 

Bluetooth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카메라 Surface 3에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는 8메가픽셀 후방 카메라, 고정 초점의 

3.5메가픽셀 전방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두 카메라 모두 가로 세로 비율 

16:9(와이드스크린)인 1080p 동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전방 및 후방 

프라이버시 표시등이 촬영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이크 전방 마이크는 통화와 녹음용입니다. 

스테레오 스피커 고급 사운드의 Dolby® 스테레오 스피커로 음악, 팟캐스트, 오디오북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Mini 디스플레이 포트 

풀사이즈 USB 
3.0 포트 

Micro USB 
충전 포트 

microSD 카드 슬롯 

헤드셋 잭 

후방 프라이버시 
표시등 

후방 카메라 

킥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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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및 커넥터 Surface 3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포트를 채택했습니다. 

• 풀사이즈 USB 3.0 포트 

마우스, 프린터, 이더넷 어댑터, USB 드라이브, 스마트폰 등의 USB 액세서를 

연결하십시오. 

• Micro USB 충전 포트 

함께 제공된 Micro USB 전원 공급 장치와 Micro USB 충전 포트를 이용해서 

Surface 3를 충전하십시오. 

• MicroSD 카드 슬롯 

파일 전송 및 추가 저장소로 microSD 카드 슬롯과 microSD 카드(별도 

판매)를 사용하십시오. 

• Mini 디스플레이 포트 버전 1.1 

Surface를 HDTV, 모니터,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Surface 화면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비디오 어댑터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 3.5mm 헤드셋 잭 

음악을 듣거나 화상 회의를 할 때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면 헤드셋을 꽂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사운드, 볼륨, 오디오 

액세서리를 참고하십시오.  

• 커버 커넥터 

얇고 가벼운 백릿 키보드에 꼭 맞습니다. Surface 3 타이핑 커버(별도 판매)도 

터치스크린 보호에 유용합니다. 

소프트웨어  • Windows 8.1 운영 체제 

Windows 8.1은 학교, 가정, 이동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및 생산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 앱 

시작 화면에 있는 기본 제공 앱을 사용하거나 Windows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을 
구입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Surface 3는 Windows 8.1 기반이므로 원하는 모든 
데스크톱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Intel® Quad Core Atom™ 프로세서는 빠르고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속도와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및 저장소  2GB RAM과 64GB 저장소 또는 4GB RAM과 128GB 저장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포맷된 저장소 용량에 대한 정보는 Surface.com에서 Surface 

저장소를 참고하십시오. 

센서  나침반, 주변 광원 센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 네 개의 센서가 있어서 

앱을 통한 움직임 추적, 위치 파악 등이 가능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sound-volume-and-speaker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sound-volume-and-speaker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torag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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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 트레이—Surface 3 

(4G LTE) 전용 Surface 3(4G LTE)에는 모바일 광대역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Wi-Fi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 2 (4G) 또는 Surface 3 (4G LTE)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Surface 3 설정 

 
 
Surface 3 타이핑 커버가 있는 경우, 제 위치에 

부착한 후 킥스탠드를 펼칩니다. 

Surface 3 (4G LTE) 구입 후 아직 Nano SIM 카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치하십시오. 

 

 

  

 

 

Nano SIM 
카드 트레이 

Nano SIM 카드 

Nano SIM 배출 장치 

전원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obile-broadband/set-up-your-surface-mobile-broadband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obile-broadband/set-up-your-surface-mobile-broad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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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는 아래 방향으로, 커넥터 표시등은 

사용자를 향하게 하여 Micro USB 커넥터를  

Micro USB 충전 포트에 꽂습니다. 

코드 반대쪽 끝의 풀사이즈 USB 커넥터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한 후 전원 공급 장치를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Surface 3가 켜집니다. 

Windows가 시작되고 설정 과정에 대한 안내가 

표시됩니다. 

 

Surface 3 터치스크린이나 Surface 3 타이핑 커버(별도 판매)를 이용해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Surface 3 설정에 필요한 전제 조건: 

• 인터넷 연결(권장). 설정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암호가 필요한 

경우, 바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Surface를 설정할 수 

있지만, 최신 Windows 및 Surface 업데이트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Surface 3 (4G LTE) 설정 시 가능하면 Wi-Fi 연결을 이용하십시오. 모바일 광대역 연결보다 Wi-Fi가 

대체로 더 저렴하고 빠릅니다. 

• 계정 이름. Microsoft 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Surface 3를 설정합니다. Microsoft 계정은 

Xbox, Hotmail, Outlook.com, OneDrive, Skype, Windows Phone 등 다른 Microsoft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암호입니다. 아직 Microsoft 계정이 없는 경우 설정 중에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면 로컬 계정을 만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계정과 로컬 계정의 

차이를 참고하십시오.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getting-started/set-up-your-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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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전원 및 충전 
 

Surface 3를 충전하려면, 

1. 전원 코드는 아래 방향으로, 커넥터 

표시등은 사용자를 향하게 하여 Micro USB 

커넥터를 Micro USB 충전 포트에 꽂습니다. 

2. 코드 반대 쪽의 풀사이즈 USB 커넥터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를 전기 콘센트에 끼웁니다. 

 

 

 

 

방전 상태의 Surface 3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재생 등 전력 

소모가 많은 활동을 하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Surface 3를 켜기 전에 몇 분간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 Windows 

시작 전 10-15분간 화면에 배터리 아이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려면 바탕 화면을 열고 작업 

표시줄 오른쪽의 배터리 상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중요 Surface 3는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타사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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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수명 연장 

전기를 절약하고 Surface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Surface.com에서 Surface Pro와 

Surface 3 배터리 및 전원을 참고하십시오. Surface의 전력 사용 방식을 제어하는 설정에 관해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전원 관리: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터치, 키보드, 펜, 마우스 

Surface에서는 터치, 키보드, 마우스, 펜 사용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터치. 스마트폰에서와 마찬가지로, 터치스크린에서 손가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끌면 스크롤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의 데모는 Surface.com에서 탭, 

스와이프를 포함한 터치 동작을 참고하십시오. 

• 키보드. Surface 3 타이핑 커버(별도 판매)를 부착하거나 풀사이즈 USB 또는 Bluetooth 키보드를 

사용하십시오. 물론, Surface 3에 화상 키보드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화상 키보드 사용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터치패드 또는 마우스. 타이핑 커버의 터치패드를 사용하거나 USB 또는 Bluetooth 마우스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터치패드 사용 및 설정, USB 마우스, 프린터 등 연결, 

Bluetooth 장치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 Surface 펜. Surface 펜(별도 판매)을 이용해서 노트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문서에 

표시하십시오. Surface가 잠긴 상태에서도 OneNote에 빠른 노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펜의 버튼을 

누르고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작성한 노트는 다음에 로그인하면 OneNote의 빠른 노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펜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온라인 연결: 네트워킹 
Surface 3 (4G LTE)를 구입하더라도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 연결은 나중에 가능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데이터 용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며, Wi-Fi나 유선 네트워크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 3 (4G LTE)의 모바일 네트워킹을 참고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에 연결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무선 네트워크 를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이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할 경우 항상 

연결되도록 하려면 자동으로 연결을 선택합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네트워크 보안 키(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암호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Surface.com에서 무선 네트워크 암호 찾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4. 네트워크의 다른 PC와 장치에 대한 연결을 허용할지 선택합니다. 카페 같은 공공 장소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있는 경우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battery-and-power-pro
https://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battery-and-power-pro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power-plans-faq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using-touch-gestures-tap-swipe-and-beyond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using-touch-gestures-tap-swipe-and-beyond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how-to-use-the-on-screen-keyboard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touchpad-a-builtin-mous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touchpad-a-builtin-mous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add-a-bluetooth-devic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surface-pen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urface-with-windows-RT/hardware-and-drivers/how-to-find-your-wireless-network-password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urface-with-windows-RT/hardware-and-drivers/how-to-find-your-wireless-network-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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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에 연결 

1. USB-이더넷 어댑터(별도 판매)를 Surface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2. 이더넷 케이블을 어댑터에 연결하고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라우터나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에 

끼웁니다. 

3.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유선 네트워크( )를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5.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시작( ) 메뉴에서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네트워크에서 연결 끊기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무선 네트워크( ) (또는 유선 

네트워크( ))를 선택합니다. 

2. 연결됨 상태의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계정 및 로그인 
로그인 및 로그아웃 
로그인하려면, 

1. 전원 버튼을 눌러 Surface를 켜거나 절전 모드를 해지합니다. 

2. 화면을 위로 쓸거나 키보드의 키를 누릅니다. 

3. 계정 이름과 계정 사진이 보이면 암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거나 키보드의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다른 계정 이름이 보이면 왼쪽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 후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거나 키보드의 Enter 키를 누릅니다. 

로그아웃하려면, 

• 시작( )으로 가서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본인의 계정 이름을 선택한 후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 

추가 계정 
Surface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고유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urface를 설정할 때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정이 생성됩니다. 

이 계정을 기반으로 다른 계정을 만들고,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다른 계정 

소유자에게도 이와 같은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계정으로 계정 관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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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는 이 Surface 한 대에만 적용되는 로컬 계정으로 할지, 아니면 

Microsoft 계정(Windows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암호)으로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Microsoft 계정이 가장 편리합니다. 

나중에 해당 계정의 제어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분류: 관리자, 표준, 자녀를 

참고하십시오. 

Microsoft 계정과 로컬 계정의 차이 

Microsoft 계정과 로컬 계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rosoft 계정 로컬 계정 

Windows 8.1 이상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로그인할 때, 

그리고 Xbox, Hotmail, Outlook.com, OneDrive, Skype, 

Windows Phone 등의 기타 Microsoft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암호. 

이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다른 Windows 8.1 또는 

Windows RT 8.1 실행 PC와 개인 설정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컴퓨터의 개인 설정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Surface에 로그인하면 OneDrive, 

Skype, Windows 스토어 계정에도 연결됩니다. 

OneDrive, Skype, Windows 스토어 등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문서, 사진, 기타 파일이 기본적으로 

OneDrive에 저장됩니다. OneDrive는 어떤 장치에서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든 동일한 로컬 폴더와도 

같습니다. 

파일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계정 암호를 잊은 경우, 

https://account.live.com/password/reset으로 가서 

온라인으로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계정 암호를 잊은 경우, 

Microsoft에서 암호 재설정이나 파일 

액세스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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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계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나, Microsoft 서비스 로그인 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기억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무료 이메일 주소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Windows.com에서 사용자 계정 만들기를 참고하십시오. 

 

계정 유형: 관리자, 표준, 자녀 

계정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작업이 다릅니다. 아래 계정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관리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계정을 만들고, 변경하거나 제거(삭제)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다른 계정의 계정 유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urface에 등록한 첫 번째 계정이 관리자 계정입니다. 다른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먼저 새 

계정을 만든 후 관리자 계정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 표준. 표준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파일을 만들어 편집하고, 개인 설정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앱의 설치 권한도 없습니다. 새 계정을 

만들 경우, 이를 관리자 계정으로 편집하거나 자녀 계정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표준 계정이 

됩니다. 

• 자녀. 자녀 계정은 이 계정에 적용되는 가족 보호 설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가족 보호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자녀의 안전한 PC 이용을 위한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관리자 계정으로 계정 관리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계정을 만들고,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려면 

1.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계정 > 다른 계정 >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 

3. 새 계정 사용자가 Windows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새 계정 사용자가 Microsoft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아는 경우 그것을 

입력합니다. 또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자녀 계정을 추가하거나, Microsoft 계정 

없이 로그인(권장하지 않음)할 수도 있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create-user-account%23create-user-account=windows-8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family-safety


  

© 2015 Microsoft 11 페이지 

계정 유형을 설정하려면, 

1.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계정 > 다른 계정을 선택한 후, 변경하려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3. 편집을 선택하고 계정 유형에서 계정 유형을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계정을 삭제하려면, 

1.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계정 > 다른 계정을 선택한 후, 삭제하려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3. 제거 >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계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Windows 알아보기 
시작 화면 

시작 화면은 Surface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앱을 

열고, 라이브 타일로 일정, 메일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파일, 앱, 설정을 검색하고 웹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Surface의 Windows 버튼( )을 누릅니다. 

• 키보드의 Windows 로고 키( )를 누릅니다. 

•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시작( )을 선택합니다. 

• 마우스를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로 가져가 시작( )을 선택합니다. 

타일을 추가, 제거, 재배열하거나, 크기를 조정하여 시작 화면을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PC 개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ecurity-sign-in-and-accounts/all-about-account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personalize-pc-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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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열기 
시작 화면에서 타일을 선택하여 앱을 엽니다. 원하는 앱이 보이지 않는 경우 검색 을 선택하고, 앱의 

이름을 입력한 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Surface에서 앱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시작 화면을 위로 살짝 밀어서 앱 보기를 실행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의 화살표 를 클릭합니다.) 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 

앱을 참고하십시오. 

참 메뉴 
참 메뉴는 가장 자주 수행하는 작업에 유용합니다.  

검색은 Surface, OneDrive, 앱, 웹에서 항목을 찾는 도구입니다. 

Windows 스토어 앱에서 파일, 사진, 웹페이지를 공유합니다. 

시작 메뉴는 시작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시작 화면에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용한 앱으로 

돌아갑니다. 

장치는 프린터, Xbox, 스마트폰, 스피커, TV, 프로젝터 등 Surface에 연결된 다른 장치로 파일과 

정보를 보내는 간편한 메뉴입니다. 

설정은 공용 설정을 변경하고 Surface 설정(개인 설정, 사용자 계정, 장치)을 찾고, 사용 중인 

앱의 설정을 변경하는 메뉴입니다. 

설정으로 이동하는 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시작 화면에서 기어가 있는 타일)을 선택합니다. 

참 메뉴를 열려면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민 후 원하는 참 메뉴를 선택합니다. 

친숙한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 폴더, 아이콘으로 구성된 익숙한 Windows 바탕 화면에 새로운 작업 표시줄과 간소한 

파일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Microsoft Office 같은 데스크톱 앱과 파일 탐색기 등의 

Windows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앱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서 바탕 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T바탕 화면을 열려면 데스크톱 앱을 열거나 시작( ) 메뉴에서 바탕 화면을 선택합니다. 

Windows 자세히 알아보기 
Windows 8.1의 속도를 향상하려면, Surface.com에서 Windows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고, 

Windows.com에서 Windows 자습서를 읽어보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getting-started/get-to-know-window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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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의 사용자 지정 및 개인 설정, 설정 동기화와 변경 등의 방법을 알아보려면 사용자 지정 및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Surface 업데이트 
Microsoft는 Windows 소프트웨어 보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중요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Surface 

하드웨어의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시스템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펌웨어 업데이트라고도 지칭)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Surface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설정됩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 설치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확인하고 설치하려면, 

1.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업데이트 및 복구 > 지금 확인을 선택합니다. 

2.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를 누른 후 설치할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설치를 누릅니다. 

Surface 업데이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urface.com에서 Surface 및 Windows 업데이트 설치를 

참고하십시오. 

업데이트 기록 보기 
이미 설치된 업데이트와 각 업데이트가 설치된 날짜를 확인하려면, 

•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업데이트 및 복구 > Windows 업데이트 > 업데이트 기록 

보기를 선택합니다. 

Surface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기록에 “시스템 펌웨어 업데이트 - XX/XX/XX” 또는 “시스템 

하드웨어 업데이트 - XX/XX/XX”로 표시됩니다. (“XX/XX/XX”는 Microsoft에서 Surface 업데이트를 

제공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Surface 업데이트는 누적됩니다. 최신 Surface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공된 Surface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Surface.com에서 Surface 3 업데이트 기록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performance-and-maintenance/install-software-updates-for-surfac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performance-and-maintenance/install-software-updates-for-surfac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install-update-activate/surface-3-updat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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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Surface 업데이트 여부 확인 
모든 최신 Surface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1. Surface.com의 Surface 3 업데이트 기록으로 가서 페이지 위쪽의 표를 통해 최근 발표된 

시스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2. 이 표의 내용과 Surface 3의 업데이트 기록에 나열된 마지막 시스템 펌웨어 또는 시스템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비교해보십시오.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 Surface.com에서 Surface 및 Windows 업데이트 중 발생한 문제를 

참고하십시오. 

Surface 펜 및 OneNote 
Surface 펜(별도 판매)을 이용하면 빠르게 OneNote 열기, 스크린샷 캡처, 프레젠테이션에 

표시, 문서 서명, 예술 앱 활용 등이 가능합니다. 

Surface 펜은 실제 펜의 느낌과 감도를 제공하며, 팜 블록 기술 덕분에 잉크 입력을 

지원하는 모든 Surface 3 앱에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구현합니다. 

Surface 펜 설정 
Surface 펜(별도 판매)이 있다면 AAAA 배터리를 설치하고 Surface 3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AAA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1. 펜의 아래쪽과 위쪽을 분리합니다. 

2. 배터리의 양극 (+)이 필기 팁 방향을 향하도록 해서 라벨에 싸인 배터리를 펜의 위쪽에 먼저 

넣습니다. 

3. 위쪽을 다시 끼웁니다. 

Surface 펜을 Surface 3에 페어링하려면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PC 설정 변경 > PC 및 장치 >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2. Bluetooth 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3. 펜 클립의 중간에 있는 표시등이 켜지기 시작할 때까지 약 7초간 펜의 상단 버튼을 누릅니다. 

4. Surface 펜이 Bluetooth 장치 목록에 표시되면 선택한 후 페어링을 누릅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install-update-activate/surface-3-update-history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performance-and-maintenance/install-software-updates-for-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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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펜 기능 
 

상단 버튼 
상단 버튼을 눌러 OneNote를 엽니다. 두 번 눌러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Bluetooth 기술이 Surface 펜의 상단 버튼을 Surface 3에 연결합니다. 

오른쪽 클릭 버튼 

이 버튼은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 버튼과 같습니다. 화면을 탭하면서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OneNote에서 화면을 터치하는 동안 이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개체 

주위에 원을 그리면 해당 텍스트나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버튼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 위에서 팁을 움직입니다. 

팁 

미세한 팁이 Surface에 내장된 멀티 포인트 감지 및 팜 블록 기술과 함께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구현합니다. 

 

Surface 펜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Surface 펜의 상단 버튼을 누르고 빠른 노트 작성을 

시작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점착 메모지와도 

같습니다. Surface 잠금을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른 노트를 쓸 수 있고 Surface 

전원 버튼을 누르면 Surface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Surface에 로그인한 후 펜 상단 버튼을 누르면 최근 

작성한 노트가 열립니다. 빠른 노트를 추가하고, 

OneNote 전자 필기장에 필기를 하거나, Surface가 

잠겨 있는 동안 작성한 노트를 검토하고 

정리하십시오. 

 

상단 버튼 

오른쪽 클릭 버튼 

지우개 버튼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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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펜의 상단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스크린샷이 캡처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부분의 한 쪽 모서리에서 반대쪽 모서리로 펜 

팁을 끌면 스크린샷으로 캡처하려는 대상이 

선택됩니다. 펜 팁을 들어올리면 선택한 부분이 

OneNote에 새로운 페이지로 표시됩니다. 

 

 

 

 

Surface 앱을 이용해서 펜의 필압을 조정하거나 펜의 상단 버튼을 눌렀을 때 열리는 OneNote 버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단 버튼을 누르면 Windows 버전의 OneNote가 열립니다. 

Surface 펜 및 OneNote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에서 Surface 펜 사용하기 

와 OneNote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OneNote 탐색 
Surface에는 OneNote와 OneNote 2013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OneNote.com을 방문하시면 

다른 장치에도 OneNote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개수의 필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으려면 섹션, 페이지, 태그를 활용하십시오. 필기장 중 일부는 공유하고, 일부는 

개인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OneNote 기능과 메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Surface.com에서 Surface에서 OneNote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노트 동기화 

OneNote는 작성된 노트를 저장하고 OneDrive(온라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동기화합니다. OneNote를 

사용하면 노트, 수집한 항목들, 스케치, 사진,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의 Surface에서 OneDrive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OneNote는 새 노트와 편집된 노트를 Surface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Surface를 이용해 온라인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OneNote 전자 필기장과 동기화됩니다. 

 

http://apps.microsoft.com/windows/en-us/app/surface/a0ccf2f2-defa-45b9-8a81-510b819333ef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surface-pen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surface-pen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office-apps/take-notes-with-onenote
http://www.onenote.com/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office-apps/take-notes-with-onenot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torage-files-and-folders/onedrive-on-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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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앱에서 Surface 펜 사용 
Office 앱에서 Surface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필기를 하거나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Office 

앱에서의 Surface 펜 사용(잉크 입력이라 지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ffice.com에서 Windows 

태블릿에서 펜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필기, 텍스트 강조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그리기 앱을 비롯해 잉크 입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앱에서 Surface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 

잉크 입력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화상 키보드의 필기 패널을 이용해서 Surface 펜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키보드 > 터치 키보드 및 필기 패널( ) > 키보드( ) > 필기( )를 선택합니다. 

3. 필기 패널에 뭔가 적습니다. Surface가 자동으로 이를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4. 삽입을 선택해 텍스트를 삽입합니다. 

필기 패널은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의 필기 습관에 적응하므로 많이 사용할수록 정확하게 변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화상 키보드 사용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타이핑 커버 키보드 및 터치패드 
 

Surface 3 타이핑 커버(별도 판매)는 본체에 꼭 

맞는 액세서리로서 표준 키보드 구성, 백릿 키, 

제스처 지원 터치패드, 보호 커버 기능을 모두 

갖춘 슬림한 제품입니다. 

커버를 닫으면 Surface 3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커버를 뒤로 접어넘기면 Surface를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버를 뒤로 

접은 동안에는 Surface가 키 입력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http://office.microsoft.com/en-us/excel-help/use-a-pen-to-draw-write-or-highlight-text-on-a-windows-tablet-HA103986634.aspx?CTT=1
http://office.microsoft.com/en-us/excel-help/use-a-pen-to-draw-write-or-highlight-text-on-a-windows-tablet-HA103986634.aspx?CTT=1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ouch-mouse-and-search/how-to-use-the-on-screen-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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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3 타이핑 커버 맨 윗줄의 키 덕분에 공용 작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키 아이콘 수행 작업 

 
음소거 켜기 또는 끄기 

 
오디오나 비디오 재생 또는 일시 정지 

 
키보드 배경조명(백라이트) 감소 

 
키보드 배경조명 증가 

 
화면 어둡게 

 
화면 밝게 

 

Fn 키를 잠그거나 해지하려면, 

• Fn 키(키보드 맨 아랫줄)를 누르면 Fn 키가 잠깁니다. Fn 키를 다시 누르면 잠금이 해지됩니다. 

Fn 키 표시등은 키를 기능 키 모드로 전환했는지 알려줍니다. 

키보드 배경조명 조정, 단축 키 및 기능 키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urface.com에서 타이핑 

커버를 참조하세요.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type-cover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typ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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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패드 
 

Surface 3 타이핑 커버의 터치패드에는 

마우스처럼 작동하는 오른쪽 클릭 및 왼쪽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클릭 버튼이 좀 더 

크고오른쪽 클릭 버튼이 작습니다. 

터치패드는 탭하기, 두 번 탭하기, 끌기, 스크롤, 

확대/축소 등의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모든 

터치패드 제스처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데모를 

확인하려면, Surface.com에서 Surface 3 

시작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터치패드 설정 

입력하는 동안 커서가 갑자기 이동하거나 약한 터치에도 터치패드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터치패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터치패드를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 커버를 부착하고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PC 및 장치 > 마우스 및 터치 패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PC 설정에서 터치 패드 설정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getting-started/get-started-with-surface-3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getting-started/get-started-with-surface-3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touchpad-a-builtin-mouse%23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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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Surface 3에는 다양한 저장소 옵션이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의 저장소 외에 OneDrive(클라우드 

저장소), USB 드라이브, microSD 카드 등의 외부 저장소 옵션이 있습니다. 

가용 공간 
하드 드라이브의 가용 저장소 공간 크기는 Surface 3의 하드 드라이브 크기, 설치한 앱, 이미 보관 중인 

데이터 양에 따라 다릅니다. 

Surface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메뉴에서 PC 설정  > PC 및 장치 > 디스크 공간을 선택합니다. 

화면 위쪽에서 가용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미디어, 파일이 차지하는 디스크 공간 크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면 이전에 버린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팁은 Windows.com에서 디스크 공간 확보 

팁을 참고하십시오. 

OneDrive: 개인 클라우드 
OneDrive는 Microsoft 계정에 제공되는 온라인 저장소입니다. OneDrive에 문서, 사진, 

기타 파일을 저장하면, 웹에 연결된 모든 장치(예: 스마트폰이나 모든 종류의 

PC)에서사용할 수 있습니다. OneDrive는 다른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Microsoft 계정을 이용해 Surface에 로그인하는 경우, OneDrive 폴더는 하드 드라이브의 폴더만큼 

사용하기 쉽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OneDrive에서 파일을 탐색하고,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Windows.com에서 OneDrive 시작하기 자습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 저장 및 열기 
Microsoft 계정으로 Surface에 로그인하면 Office 앱에서 만든 파일은 기본적으로 OneDrive에 저장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ffice 파일을 OneDrive에 저장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협업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OneDrive에 Office 문서 보관하기를 참고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free-up-disk-space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free-up-disk-space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getting-started-onedrive-tutorial
http://windows.microsoft.com/en-us/skydrive/work-together-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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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앱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OneDrive 

폴더를 찾아 저장합니다. 

 

 

 

 

 

Windows 스토어 앱에서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는 

경우, OneDrive 또는 내 PC를 저장 위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위치를 선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앱에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파일 액세스 
OneDrive 폴더와 파일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 Surface에 사용하는 Microsoft 계정으로 원하는 PC에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시작( ) 메뉴에서 

OneDrive를 열거나 파일 탐색기에서 OneDrive 폴더를 탐색합니다. 

• OneDrive.com을 방문합니다. 

• OneDrive 모바일 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neDrive.com에서 Windows용 OneDrive 

다운로드를 참고하십시오. 

Surface에 사용할 파일이 다른 컴퓨터에 있는 경우, OneDrive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urface에 복사하려는 파일이 있는 컴퓨터에서, OneDrive.com을 방문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방법은 Windows.com에서 사진 및 파일 업로드를 참고하십시오.) 

이 파일은 다음에 온라인 연결 시 Surface에 로그인하면 OneDrive와 동기화됩니다. 

USB 드라이브나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서 Surface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또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onedrive.com/
https://onedrive.live.com/about/download/
https://onedrive.live.com/about/download/
http://onedrive.com/
http://windows.microsoft.com/en-us/onedrive/add-photos-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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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rive를 이용한 파일 공유 

OneDrive를 이용해서 사진, Office 문서, 기타 파일을 친구나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등록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 

공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OneDrive를 열고 공유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합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아래로 살짝 밀어 선택합니다. 마우스 사용자는 오른쪽 클릭을 사용합니다). 

2. 화면 아래쪽에서 공유를 선택한 후 공유 방식을 결정합니다. 

• 초대를 선택해서 드라이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초대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만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나중에 필요에 따라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링크 만들기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의 파일 읽기 또는 읽고 편집하기를 허용하거나 

폴더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이메일, 문서에 링크를 붙여 넣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Facebook이나 Twitter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indows.com에서 파일 및 사진 공유를 참고하십시오. 

액세서리와 장치 연결 
TV, 모니터, 프로젝터 연결 
Surface 3를 TV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감상하거나,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거나, 다른 모니터에 연결해서 여러 앱을 동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디스플레이에 연결 

무선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PC 및 장치 >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2. 화면 아래쪽에서 무선 디스플레이에 연결 > 무선 디스플레이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나열된 장치 목록에서 무선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케이블과 어댑터로 연결 

Surface 3를 유선으로 다른 화면에 연결하려면 호환 케이블과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TV, 모니터, 

프로젝터의 비디오 포트를 확인해서 필요한 어댑터나 케이블이 무엇인지 조사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en-us/skydrive/sharing-files-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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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TV. TV에 HDMI 포트가 있는 경우, HDMI 케이블과 Mini 디스플레이 포트-HD AV 어댑터 또는 

HDMI-Mini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부품은 별도로 판매합니다.) 

•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는 경우, Mini 디스플레이 포트-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별도 판매)을 이용해서 Surface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 포트가 없는 경우, VGA 케이블과 Mini 디스플레이 포트-VGA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VGA 어댑터나 케이블은 비디오 전용입니다.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는 

한, 오디오는 Surface 스피커에서 재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TV, 모니터, 프로젝터에 Surface Pro 또는 Surface 3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DMI 또는 VGA 케이블을 TV, 모니터, 프로젝터의 HDMI, 디스플레이 포트 또는 VGA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케이블의 다른 쪽 단자를 Surface 비디오 어댑터나 Surface의 Mini 디스플레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3.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어댑터를 Surface 3의 Mini 디스플레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화면 설정 

다른 화면을 연결하면 각각의 화면에 무엇을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장치를 선택합니다. 

2. 프로젝트를 누르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PC 화면만. Surface 화면에 모든 것이 표시됩니다. (무선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경우 이 옵션이 연결 

끊기로 변경됩니다.) 

• 복제. 모든 화면에 동일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 확장. 모든 화면에 걸쳐서 항목들이 표시되며, 화면 사이에서 항목을 끌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화면만. 연결된 화면에 모든 것이 표시되며 Surface 화면은 빈 화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TV, 모니터, 프로젝터에 Surface Pro 또는 Surface 3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usic-photos-and-video/connect-surface-Pro-to-a-tv-display-or-projector
https://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usic-photos-and-video/connect-surface-pro-to-a-tv-display-or-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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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액세서리(프린터, 마우스 등) 연결 
 

Surface 3에는 프린터,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스마트폰, 마우스, 

외부 하드 드라이브 같은 USB 액세서리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풀사이즈 USB 3.0 포트가 있습니다. 

USB 액세서리를 처음 연결하면 Windows가 액세서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USB 마우스, 프린터 등 연결하기를 

참고하십시오. 

 

 

 

Bluetooth 액세서리 추가 
Bluetooth 액세서리를 Surface에 페어링하려면, 

1. Bluetooth 장치를 켜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Bluetooth를 켜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2. Surface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PC 및 장치 >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3. Bluetooth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Windows가 Bluetooth 장치를 찾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4. 화면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 장치의 페어링을 완료합니다. 액세서리에 페어링 코드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코드를 모르는 경우 장치에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Bluetooth 장치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오디오 액세서리 추가 
Surface 3의 스테레오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면 음악 및 비디오 사운드 청취, 전화 통화, 오디오 

녹음이 가능합니다. 스피커, 마이크, 헤드셋 등 원하는 USB 및 Bluetooth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Surface 3의 오디오 기능 사용 방법을 알아보려면 Surface 오디오 기능을 참고하십시오. 

 

Surface 3의 풀사이즈 USB 3.0 포트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connect-a-usb-phone-camera-mouse-and-mor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connect-a-usb-phone-camera-mouse-and-mor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add-a-bluetooth-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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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또는 스캔 
USB 프린터나 스캐너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USB 액세서리(프린터, 마우스 등)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Bluetooth 프린터나 스캐너 연결에 대한 정보는 Bluetooth 액세서리 추가를 참고하십시오. 

프린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PC 및 장치 > 장치를 선택합니다. 

2. 장치 목록에서 본인의 프린터를 찾습니다. 

• 목록에 프린터가 있으면인쇄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 목록에 프린터가 없으면 장치 추가를 누르고 본인의 프린터를 선택해 설치합니다.  

Windows 스토어 앱에서 인쇄하려면, 

1. 인쇄할 대상을 엽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의 웹페이지 또는메일 앱의 이메일 메시지를 

엽니다. 

2.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장치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4. 인쇄 옵션을 선택하고 인쇄를 누릅니다. 

데스크톱 앱(메모장이나 Office 앱 등)에서 인쇄하려면, 

• 앱에서 인쇄명령을 찾거나 Ctrl+P를 누릅니다. 

프린터와 스캐너 설정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에서 인쇄 및 

스캔하기를 참고하십시오. 

Surface 오디오 기능 
볼륨 조절 
Surface의 여러 곳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볼륨 버튼. Surface의 볼륨 버튼을 사용해서 볼륨을 크거나 작게 조절합니다. 

• 설정.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볼륨( )을 선택한 후 볼륨을 크거나 

작게 조절합니다. 

•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스피커( )를 선택하고 

볼륨을 크거나 작게 조절합니다. 

• 오디오 액세서리. 헤드셋, 스피커, 휴대폰 등의 오디오 액세서리에 있는 볼륨 조절기나 액세서리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볼륨을 조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앱. 일부 앱의 경우 앱 내에 볼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print-from-surfac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print-from-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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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녹음 
Surface 3에는 사운드 녹음을 위한 두 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Windows용 녹음기 앱 

 
녹음기 데스크톱 앱 

두 앱 중 하나를 열려면, 

1. 시작( ) 메뉴에서 검색( )을 선택하고 녹음기를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사용할 사운드 녹음 앱을 선택합니다. 

Windows용 녹음기 앱에 대한 정보는 Windows용 녹음기 앱: FAQ를 참고하십시오. 녹음기 데스크톱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녹음기 앱으로 오디오 녹음하기: FAQ를 참고하십시오. 두 가지 모두 

Windows.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 장치 설정 
1. 시작  메뉴에서 검색 을 선택하고, 사운드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2. 그런 다음,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합니다. 
 

• 재생 탭을 누르고 재생에 사용할 장치(예: Surface에 내장된 스피커, 외부 스피커, 

헤드셋)를 선택한 후 기본값 설정을 누릅니다. 

• 녹음 탭을 누르고 녹음에 사용할 장치(예: 내장 마이크 또는 외부 마이크)를 선택한 후 

기본 설정을 누릅니다. 

3. 확인을 선택합니다. 

재생할 사운드 변경 
알림 및 시스템 이벤트에 재생할 사운드(예: 새 메시지를 받으면 재생되는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메뉴에서 검색 을 선택하고, 사운드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2. 사운드 탭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이벤트에서 이벤트(예: 일정 미리 알림)를 선택합니다. 

3. 사운드에서 해당 이벤트 발생 시 재생할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려면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4. 적용을 선택해 해당 이벤트의 사운드를 변경합니다. 

Surface 오디오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사운드, 볼륨, 오디오 액세서리를 

참고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sound-recorder-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7/recording-audio-in-sound-recorder-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sound-volume-and-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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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및 카메라 앱 
Surface에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내장된 카메라 앱이 카메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촬영 
1. 시작( ) 메뉴에서 카메라 앱을 엽니다. 화면을 탭해서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화면의 카메라 버튼을 탭해 사진을 찍습니다. 

3. 종료하려면 Surface의 Windows 버튼을 누릅니다. 

파노라마 촬영 
1. 시작( ) 메뉴에서 카메라 앱을 열고 파노라마를 선택합니다. 

2. 파노라마 촬영을 시작할 지점에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 화면을 탭해 촬영을 시작합니다. 

3. 천천히 카메라를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이거나 돌립니다. 새 이미지를 기존 이미지에 맞추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다음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재촬영하려면 실행 취소를 선택합니다. 또는 모두 완료되었을 때 

확인 표시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녹화 
1. 시작  메뉴에서 카메라 앱을 엽니다. 

2. 화면의 비디오 버튼을 탭합니다. 

3.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려면 화면을 탭합니다. 

4. 종료하려면 Surface의 Windows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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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화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싶을 때는 Surface의 잠금을 해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바로 가능하도록 Surfac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설정 및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금 화면 카메라 기능을 켜려면, 

1.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PC 및 장치 > 잠금 화면을 선택합니다. 

2. 화면 아래로 스크롤한 후 카메라 메뉴에서 켜짐을 선택합니다.  

잠금 화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1. 화면이 꺼져 있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 Surface를 켭니다. 

2. 잠금 화면의 위쪽 모서리에서 아래로 살짝 밉니다. 

3. 카메라 또는 비디오 버튼을 탭합니다. 

볼륨 조절 
Surface 3의 후방 카메라에는 촬영 화면에서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오토포커스 

렌즈가 있습니다. 얼굴이 없을 경우 화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전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초점을 변경하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사진을 찍기 전, 화면을 탭해서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동영상 촬영 중 화면을 탭해서 포커스를 조절합니다. 

화면을 탭해서 초점을 맞춘 후 사진을 찍도록, 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도록 Surface 

3의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3의 오토포커스 기능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Surface 3의 전방 카메라에는 고정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후방 카메라에서만 

가능합니다. 

Surface 카메라와 카메라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및 비디오를 확인하고 편집하는 

방법, 카메라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Surface.com에서 Surface로 사진과 동영상 찍기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surface-cameras-autofocu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surface-cameras-autofocu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surface-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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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앱 
Surface 3에는 인맥 관리, 엔터테인먼트, 정보 제공, 생산성 강화를 위한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빠르고 쉽게 더 많은 앱을 찾아보거나, 즐겨찾는 

데스크톱 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앱 찾기 및 열기 
• 시작 화면에서 타일을 선택하여 앱을 엽니다. 원하는 앱이 보이지 않는 경우 검색 을 

선택하고, 앱의 이름을 입력한 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시작 화면에서 위로 살짝 밀어 앱 보기로 전환하면 설치된 앱의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앱 간 전환 
마지막으로 사용한 앱으로 전환하려면, 

• 터치 사용 시, 화면 왼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밉니다. 

• 마우스 사용 시, 왼쪽 위 모서리로 커서를 가져간 후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 키보드 사용 시, Alt+Tab을 누릅니다.  

최근 사용한 앱으로 전환하려면, 

 
터치 사용 시 화면 왼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살짝 민 후, 왼쪽 모서리를 향해 다시밀어냅니다. 최근에 사용한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앱을 탭합니다. 

 

 

 

마우스 사용 시, 왼쪽 위 모서리로 커서를 가져간 후 왼쪽 

가장자리로 내립니다. 최근에 사용한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사용 시 Windows 키 를 길게 누르고 Tab을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새로운 기능을 참고하십시오. 

 
앱을 나란히 여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Surface.com에서 두 개 이상의 앱 동시에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mouse-keyboard-whats-new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apps-and-windows-store/use-two-apps-at-the-sam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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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종료 

Windows 스토어 앱 종료 

Windows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은 사용하는 동안 Surface의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이 앱 중 

하나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치를 이용합니다. 화면 왼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민 후, 왼쪽 모서리를 향해 다시 

밀어냅니다. 종료할 앱을 길게 누른 후 해당 앱이 뒤집힐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말고 화면 

아래를 향해 끝까지 밀어냅니다. 

• 마우스나 터치패드를 사용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앱의 위쪽으로 가져간 후 제목 표시줄에서 

닫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톱 앱 종료 

앱을 사용한 후, 특히 Surface를 끄기 전에 데스크톱 앱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앱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닫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앱 설정 변경 
• Windows 스토어 앱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앱을 열고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민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 데스크톱 앱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앱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기본 앱 

기본 앱은 음악, 영화, 사진, 웹페이지 등 특정한 파일 형식을 열 때 Windows가 자동으로 사용하는 

앱입니다. 기본 제공 앱을 설정하려면, 

1. 시작  메뉴에서 PC 설정  > 검색 및 앱 >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웹, 이메일, 

음악, 비디오, 사진, 일정, 지도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앱을 선택합니다. 

Windows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 선택을 참고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choose-programs-windows-uses-default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choose-programs-windows-uses-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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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앱 
 

Internet Explorer 11 

Surface에는 매우 큰 탭과 타일로 구성되어 편리하게 탭할 수 있는 터치 버전과 

데스크톱 버전 등 두 가지 버전의 Internet Explorer가 지원됩니다. 

터치로 Internet Explorer 탐색하기 

1. 시작( ) 메뉴에서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2. 화면 아래쪽에서 위로 살짝 밀어 주소 표시줄을 엽니다. 

3. 즐겨찾는 사이트와 열린 탭의 타일이 주소 표시줄 위에 표시됩니다(스크롤하면 모든 타일 

확인 가능).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웹 주소나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 탭, 고정했거나 즐겨찾는 웹사이트를 선택합니다. 

• 새 탭( ) 버튼을 선택해서 새 브라우저 탭을 엽니다. 그런 다음 URL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자주 방문하거나 즐겨찾는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 세 개의 점( … )을 선택해 InPrivate 탭을 열거나 최근 종료한 탭을 다시 엽니다. 

데스크톱 Internet Explorer로 탐색하기 

데스크톱 버전의 Internet Explorer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데스크톱 앱을 시작하려면, 

1. 시작( ) 화면에서 바탕 화면을 선택합니다(또는 Windows 로고 키( ) + D를 누릅니다). 

2. 작업 표시줄에서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브라우저 기본값 설정, 탭 및 여러 개의 창 사용, 즐겨찾는 웹사이트 저장 및 고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Internet Explorer로 웹 탐색하기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web-browsing/browse-the-web-with-internet-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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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메일 앱은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는 도구로서 즐겨찾기한 연락처, 플래그 지정한 메시지, 

폴더, 뉴스레터, 소셜 업데이트의 빠른 보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메일 앱을 시작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의 메일 설정 및 사용, 

Windows.com의 메일 앱 자습서를 참고하십시오. 

Microsoft 계정으로 Surface에 로그인한 경우 메일 계정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Outlook, 

Gmail, AOL, Yahoo!, 또는 업무용 이메일(Exchange ActiveSync)의 다른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면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는 피플 앱에 표시되고 약속은  일정 앱에 표시됩니다. 

계정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작( ) 메뉴에서 메일 앱을 엽니다. 

4.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또는 마우스로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가) 설정을 선택합니다. 

5.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르고, 추가할 계정 유형을 선택한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메일 앱에는 세 개의 창이 있습니다. 

• 왼쪽 창에 사용자의 이메일 폴더와 계정이 표시됩니다(왼쪽 아래 모서리에). 원하는 폴더나 계정을 

선택해서 전환합니다. 

• 가운데 창에는 선택한 이메일 계정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오른쪽 창은 읽기 창입니다. 여기에는 선택한 이메일 메시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피플 

피플 앱은 단순한 주소록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피플 앱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같은 계정에 연결하면 최신 업데이트, 트윗, 사진 등을 전부 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전환 없이도 게시물에 대한 댓글 작성이나 리트윗이 가능합니다. 기존 연락처 

목록과 주소록에서 연락처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시작( ) 메뉴에서 피플 앱을 엽니다. 

3.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또는 마우스로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가) 설정을 선택합니다. 

4.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르고, 추가할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킹 계정을 선택한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email-and-communication/mail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mail-app-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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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락처 추가, 시작 화면에 연락처 고정, 피플 앱을 이용한 업데이트 게시 등의 방법을 알아보려면 

Surface.com의 피플 앱, Windows.com의 피플 앱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일정 

일정 앱은 모든 일정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미리 알림 및 알림은 앞으로 예정된 

일들을 상기시켜 주므로, 약속을 잊을 염려가 없습니다. 

일정을 추가하려면, 

1. 시작( ) 메뉴에서 일정 앱을 엽니다. 

2.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또는 마우스로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가) 설정을 선택합니다. 

3.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르고, 추가할 계정 유형을 선택한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일정을 확인하려면 

1. 시작( ) 메뉴에서 일정 앱을 엽니다. 

2. 화면 아래쪽에서 위로 살짝 밀거나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밉니다. 

3. 화면 위 또는 아래에 표시된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일정 앱 도움말 및 메일, 일정, 피플 알림 관리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m. 

 

Skype 

Skype는 친구,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Skype 연락처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 또는 화상 통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Skype를 한 

쪽에 띄워놓고 채팅을 즐기십시오. 

Skype 크레딧이나 가입을 이용하면 Skype에서 일반 전화나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Skype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kype에 로그인합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Skype 앱을 엽니다. 

2.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또는 마우스로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가) 설정을 선택합니다. 

3.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르고, 추가할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킹 계정을 선택한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email-and-communication/people-app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people-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calendar-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how-manage-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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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추가 

1. Skype 화면 아래쪽 모서리에서 위로 살짝 밀고 연락처 추가를 선택한 후 이름, Skype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못 찾은 경우 디렉터리 검색을 선택합니다. 

2. 추가할 사람을 선택하고 연락처에 추가를 누른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통화나 채팅 시작 

• Skype를 열고 연락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통화( )를 선택해 음성 통화를 시도합니다. 

• 비디오( )를 선택해 영상 통화를 시도합니다. 

• 채팅 창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채팅 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파일 및 사진을 

공유하려면 추가( )를 누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의 Surface에서 Skype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사진 

사진 앱을 이용하면 사진 라이브러리나 OneDrive에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고, 편집 및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르고, 보정하고, 이미지에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금 화면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고르고, 사진 타일에 이미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com의 사진 앱에 이 모든 

기능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Xbox Video는 최신 영화와 TV 프로그램, 히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시청 

내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냅니다.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방법, 구입하거나 대여할 새로운 비디오를 찾는 방법 등의 

정보는 Surface.com에서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감상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email-and-communication/skype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photos-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photos-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photos-app-faq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usic-photos-and-video/watch-tv-shows-movies-and-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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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Xbox Music을 통해 음악 컬렉션에 액세스하고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Xbox 스토어에서 

음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앱을 시작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Xbox Music은 음악 라이브러리의 어떤 음악이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Surface의 

폴더나 외부 하드 드라이브 또는 USB 드라이브나 microSD 카드 같은 이동식 미디어에 있는 파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음악을 Surface에 복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음악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검색( )을 눌러 파일 탐색기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2. 추가할 음악 파일 폴더를 탐색한 후 길게 누릅니다(또는 오른쪽 클릭). 

3. 라이브러리에 포함 > 음악을 선택합니다. 

Xbox Music 옵션에는 컬렉션이나 라디오 방송국 열기, 새로운 음악 탐색,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재생 

목록 열기, 재생 목록 만들기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에서 음악 재생하기를 참고하십시오. 

 

Surface 

Surface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Surface 앱은사용자 지정 옵션뿐만 아니라 Surfac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꾸준한 기능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 앱 설치 및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Microsoft Office 
Office 365*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장치에 모든 기능을 갖춘 

Office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포함한 최신 버전의 

Office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에 따라 Surface 3에 Office 365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Office 365 가입 활성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Surface.com에서 Surface 

Pro 또는 Surface 3에 Microsoft Office 설치 및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Office 365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와 지역의 경우 Surface 3에 Office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usic-photos-and-video/listen-to-music-on-Surface
http://www.microsoft.com/surface/en-us/support/apps-and-windows-store/surface-app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office-apps/microsoft-office-and-surface-pro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office-apps/microsoft-office-and-surfac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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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양한 앱 
Surface 3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사진 자료가 풍부한 이 앱을 이용하면 

전 세계의 최근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뉴스 앱을 

참고하십시오. 

 

금융 

전 세계 소식통으로부터 금융 소식과 

마켓 데이터를 받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금융 앱을 참고하십시오. 

 

알림 

알림, 타이머,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일정을 

추적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알림 앱을 

참고하십시오. 

 

읽기 목록 

나중에 읽을 내용들을 정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읽기 목록 앱을 참고하십시오. 

 

지도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확대하여 

자세히 보기, 축소해서 큰 구역단위로 

보기,길 찾기 등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지도 앱을 

참고하십시오. 

 

날씨 

최근 날씨와예보를 확인하십시오. 

다양한 출처의 기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날씨 앱을 

참고하십시오. 

 

스포츠 

좋아하는 팀의 라이브 타일 

업데이트로 관심 있는 팀을 비롯한 

스포츠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Flipboard 

Flipboard는 개인 매거진입니다. 

좋아하는 뉴스, 스토리, 기사, 동영상, 

사진을 한 곳에 모아 보여줍니다. 

 

푸드 

핸즈 프리 쿠킹 모드, 레시피, 유명 

셰프의 팁을 활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푸드 앱을 

참고하십시오. 

 

건강 

이 앱은 1,000개 이상의 운동 

동영상과 운동 및 식사 기록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건강 앱을 

참고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news-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finance-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alarms-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reading-list-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maps-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weather-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food-drink-app-faq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health-fitness-app-help%231TC=windo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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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앱 설치 
Windows 스토어, 웹사이트, CD, DVD에서 받은 앱을 Surface 3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Windows 스토어에서 설치할 앱을 찾으려면 인터넷에 연결한 후 Microsoft 계정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Microsoft 계정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앱, 기본 설정, 지불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찾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Windows 스토어를 엽니다. 

2. 앱을 찾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앱과 목록을 탐색합니다. 화면에서 손가락을 끌어서 여러 앱을 탐색합니다. 

• 상단 메뉴를 이용해 앱을 탐색합니다. 예를 들면 범주를 선택한 후 원하는 범주를 

고릅니다. 또는 인기 차트를 선택해 인기 있는 앱을 찾습니다. 

• 앱을 찾습니다. 원하는 앱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특정한 개발사의 앱을 찾으려면 해당 

정보를 검색 상자에 입력합니다. 

3. 앱을 선택해서 관련 정보를 알아내거나 평가를 읽습니다. 원한다면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설치는 앱이 무료거나 이미 구입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 평가판은 앱의 무료 평가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 구입은 앱이 무료가 아니라는 뜻이며 가격이 함께 표시됩니다. 

 

지불 방법 추가 또는 편집 

사용자가 구입하는 앱은 Microsoft 계정에서 설정한 지불 방법(신용 카드 등)으로 결제됩니다. 지불 

방법을 추가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Windows 스토어를 엽니다. 

2. 계정 > 내 계정을 선택합니다. 

3. 지불 방법 추가 또는 지불 방법 편집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편집한 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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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PC에 설치된 앱 설치 

1. 시작( ) 메뉴에서 Windows 스토어를 엽니다. 

2. 계정 > 내 계정> 내 앱을 선택합니다. 

3. 이 PC에 설치되지 않은 앱에서 Surface에 설치할 앱을 아래로 살짝 밀거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4. 설치를 눌러 선택한 앱을 설치합니다. 

어린이용 앱 구매 

어린이가 고유한 계정으로 Surface에 로그인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는 앱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이 지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이 어린이용 앱을 구입해주거나 어린이용으로 이미 구입한 

앱을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어린이용 앱을 구입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데스크톱 앱 설치 

인터넷, CD,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앱을 받아 설치하려면, 

1. 해당 앱의 개발자나 웹사이트가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2. 웹 브라우저에서 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선택합니다. 

• 바로 앱을 설치하려면 열기 또는 실행을 선택하고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 나중에 설치하려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할 준비가 

완료되면 파일을 선택하고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CD나 DVD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1. 외부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Surface Pro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디스크를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앱이 CD나 DVD에서 자동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지 않는 경우, 

1. 시작( ) 메뉴에서 검색( )을 선택하고, 컴퓨터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 목록에서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2. CD나 DVD 폴더를 열고 Setup.exe 또는 Install.exe라는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Pro 또는 Surface 3에 앱 설치 및 제거를 참고하십시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how-buy-apps-kid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apps-and-windows-store/install-and-uninstall-apps-on-surfac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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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및 설정 
원하는 설정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C 설정.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을 선택하고 설정 유형을 고릅니다. 

• 제어판.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제어판을 선택하고 설정 유형을 고릅니다. 

• 설정. 화면의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PC 설정 변경을 선택하고 설정 유형을 

고릅니다. 

• 검색. 시작( ) 메뉴에서 검색( )을 선택하고 설정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 결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Surface 앱. 이 앱을 열어 Surface의 Windows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등 Surface 펜(별도 판매)의 

설정을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및 앱 설정 사용자 지정을 참고하십시오. 

잠금 화면 개인 설정 
잠금 화면에 사진이나 슬라이드 쇼, 다음 일정 약속 같은앱 알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을 

변경하려면 

•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잠금 화면(개인 설정의 오른쪽 창)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PC 개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시작 화면 개인 설정 
기분에 따라 시작 화면의 색상과 배경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방식에 맞게 타일을 추가, 제거, 크기 

조정,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및 배경 변경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개인 설정을 선택합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personalization-and-ease-of-access/customize-settings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3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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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재배열 

아무 타일이나 길게 눌러(또는 오른쪽 클릭) 앱 명령(시작 화면 하단의 옵션 메뉴)을 엽니다. 이 메뉴의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타일을 선택하고 모든 선택 항목에 크기 조정이나 시작 화면에서 제거 등의 동작을 

적용합니다. 

• 타일을 새로운 위치로 끌어갑니다. 

• 앱 보기로 모든 앱을 보려면 위로 살짝 밉니다. 타일을 길게 눌러(또는 오른쪽 클릭) 앱 명령을 

열고 시작 화면에 고정 등의 동작을 선택합니다. 

터치스크린 설정 조정 
탭하기 및 긋기 동작을 조정하거나, 왼손잡이/오른손잡이 설정을 선택하거나, 그 외 여러가지 

터치스크린 설정을 조정하려면, 

• 시작  메뉴에서 검색 을 선택하고, 태블릿 pc 설정을 입력한 후 검색 결과 목록에서 

태블릿 PC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 밝기를 조정하려면, 

•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화면을 선택한 후 슬라이더를 

이동합니다. 또는 Surface 3 타이핑 커버의 화면 밝기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사용 및 설정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터치스크린을 

참고하십시오. 

설정 동기화 
Microsoft 계정을 이용해서 Surface 및 다른 PC에 로그인하는 경우 어딜 가든 해당 계정의 설정, 기본 

설정, 앱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테마, 언어 기본 설정, 브라우저 즐겨찾기 및 기록, Microsoft 

앱과 서비스의 내용, 친구 연락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 PC 사이에 동기화할 설정 선택 

1.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OneDrive > 설정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2. 이 PC에서 설정 동기화를 켭니다. 

3. 동기화할 개인 설정, 앱, 기타 설정을 켭니다. 

 

https://www.microsoft.com/surface/support/hardware-and-drivers/the-surface-touch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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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추가 
Surface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쉽게 전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메뉴에서 PC 설정( ) > 시간 및 언어 > 국가 및 언어 > 언어 추가를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본인의 언어 목록에 추가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3. 새로운 언어를 기본 언어로 설정하려면 언어에서 기본 언어로 설정할 언어를 선택하고 기본 

언어로 설정을 누릅니다. 지금 또는 나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언어를 설정한 후 작업 표시줄의 키보드 아이콘을 선택하면 데스크톱 모드에서 언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 설정 

로그인 화면 선택 

기본적으로 Surface에 로그인할 때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바탕 화면이나 앱 보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려면 Surface.com에서 바탕 화면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바탕 화면 배경, 색상, 사운드 변경 

1. 바탕 화면에서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설정> 개인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바탕 화면 테마를 선택합니다. 바탕 화면 배경, 색상, 사운드를 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테마 시작하기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getting-started/using-the-desktop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get-started-with-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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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3의 모바일 네트워킹(4G LTE) 
모바일 광대역 연결 설정 
Surface 3(4G LTE)를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광대역 통신사 서비스로 작동하도록 이미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Surface.com의 Surface 2 (4G) 또는 Surface 3 (4G LTE) 설정에 설명된 대로, 

Surface를 설정하면서 모바일 광대역 연결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광대역 연결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무선 네트워크 를 선택합니다. 

2. 모바일 광대역 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모바일 통신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가 가용 범위에 있을 때 항상 사용하려면 자동으로 연결을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Windows가 Wi-Fi와 모바일 광대역 사이에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로밍을 허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연결을 선택합니다. 

통신사 제공 앱 사용 
통신사에서 모바일 광대역 연결과 데이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만한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Surface에 이미 사용자의 통신사가 설정되어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통신사 웹사이트나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IN으로 모바일 연결 보호  
통신사에서 사용자의 SIM 카드에 기본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설정합니다. SIM 카드를 처음 넣으면 이 

PIN에 관한 메시지가 표시되고, Surface를 재설정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원하는 숫자로 PIN을 

변경하거나 PIN 입력 없이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 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앱에 PIN 

변경 경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는 PC 설정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PC 설정 변경 >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2. 모바일 광대역에서,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3. 보안에서 PIN 사용을 선택하고 현재 PIN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선택한 후 PIN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IM 카드 PIN 찾기, 변경 및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obile-broadband/set-up-your-surface-mobile-broadband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mobile-broadband/sim-card-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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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대역 데이터 사용량 관리 
데이터 사용량을 관리하면 월별 총 데이터 사용 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를 시작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모바일 광대역 데이터 사용량 

관리를 참고하십시오. 

모바일 광대역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정 

•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PC 설정 변경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네트워크 > 연결을 누르고 모바일 광대역 연결을 선택한 뒤, 데이터 사용량에서 데이터 통신 

연결로 설정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 OneDrive > 데이터 통신 연결을 선택한 뒤, 설정 동기화의 두 슬라이더를 모두 

비활성화합니다. 

• PC 및 장치 > 장치를 선택하고 데이터 통신 연결을 통한 다운로드를 끕니다. 

• 시작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타일을 선택한 뒤, 타일 

업데이트에 사용할 데이터에서 데이터 한도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광대역 사용을 최소화하는 습관 

가급적이면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Wi-Fi와 모바일 광대역을 모두 연결한 경우, Surface가 Wi-Fi 

연결을 사용할 것입니다. Wi-Fi 연결 절차와 팁은 Surface.com에서 무선 네트워크에 Surface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모바일 광대역 연결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음악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화상 통화, 온라인 게임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활동을 제한하십시오. 실시간 GPS 매핑 역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Surface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호스팅해서 모바일 광대역 연결을 공유하는 경우, 이 핫스팟을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에 포함됩니다. 

데이터 사용량 주시 

데이터 사용량을 항상 확인하면 추가 요금 발생을 막고 본인의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트워크 목록에 예상 데이터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Surface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PC 설정 변경 > 네트워크를 누른 후 

본인의 모바일 광대역 연결을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 목록에 예상 데이터 사용량 표시를 켭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en-us/support/mobile-broadband/manage-mobile-broadband-data-use
http://www.microsoft.com/surface/en-us/support/mobile-broadband/manage-mobile-broadband-data-us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networking-and-connectivity/connect-surface-to-a-wireless-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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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언제든 예상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고 

설정 > 네트워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상 데이터 사용량은 모바일 광대역 연결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접근성 
접근성 기능은 Surface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접근성 기능을 설정하려면, 

1. 시작 으로 가서 PC 설정 > 접근성을 선택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설정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내레이터는 화면의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Narrator가 읽어주는 텍스트 듣기를 참고하십시오. 

• 돋보기는 단어나 이미지를 더욱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 전체 또는 일부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돋보기를 이용해서 화면 항목 보기를 

참고하십시오Windows.com. 

• 고대비는 항목들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대비 테마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고대비 

테마를 사용하려면 드롭다운 박스에서 고대비 테마를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색상을 

조정한 뒤 적용을 선택합니다. 

• 키보드.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 Surface를 제어하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정 키를 설정하고, 반복되는 키 입력을 필터링하고, Caps Lock, Num Lock, Scroll Lock 

토글 시 Surface에서 소리가 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화상 키보드(OSK)를 이용한 입력을 참고하십시오. 

• 마우스: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고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Windows.com에서 

Windows의 새로운 기능을 참고하십시오. 

• 기타 옵션. 이 옵션은 Surface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 Windows에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 Windows 배경 또는 검정색 화면을 보여줍니다. 

• 알림이 표시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 커서 두께를 조정합니다. 

• 화면의 어느 곳을 터치하든 그레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 화면의 어느 곳을 터치하든 크고 어두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로그인 화면의 접근성 

로그인 화면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접근성  아이콘을 눌러 Surface가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설정을 선택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hear-text-read-aloud-with-narrator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use-magnifier-to-see-item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type-with-the-on-screen-keyboard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mouse-keyboard-whats-new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mouse-keyboard-what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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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청소 
Surface 바이러스 감염 방지 
Windows Defender와 Windows SmartScreen은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해 Windows 8.1에 내장된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에서 Windows 보안 

점검 목록, PC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Surface를 수동으로 스캔하려면 Windows Defender를 사용합니다. Windows.com에서 바이러스 탐지 및 

제거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터치스크린 관리 
스크래치, 지문, 먼지, 화학 물질, 자외선광은 터치스크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자주 닦습니다. 보풀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터치스크린을 닦습니다. 물이나 안경 세척액으로 

적셔서 닦아도 무방하나, 터치스크린에 액체를 직접 뿌리지는 마십시오. 창문용 세제나 기타 화학 

세정제를 터치스크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커버를 씌웁니다. Surface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동하는 동안에는 커버를 닫거나 슬리브를 

사용합니다. 

•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장시간 동안 직사광선 아래에 Surface를 두지 마십시오. 자외선광 및 과열은 

터치스크린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커버 관리 
타이핑 커버는 최소한의 관리만으로도 잘 작동합니다. 순한 비누와 물에 적신 보풀 없는 천으로 

키보드를 자주 닦되, 커버에 직접 액체를 뿌리지 마십시오. 

커버 옆면이나 마그네틱 연결부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면 보풀 없는 부드러운 천에 소량의 

이소프로필 알코올(소독용 알코올)을 묻혀 닦아냅니다. 

배터리 관리 
• 작동 온도. Surface는 0°C ~ 35°C(32°F ~ 95°F)에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고온에 민감하므로 Surface를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거나 더운 자동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 수시 충전.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잔량이 적을 때 충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할 때마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한 번 이상은 배터리가 10퍼센트 미만일 때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security-checklist-window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security-checklist-window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how-protect-pc-from-viruse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how-find-remove-virus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8/how-find-remove-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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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리, 보증 
Surface 3 및 Surface 3 타이핑 커버 등록 
아직 Surface 제품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microsoft.com/surface/support/register에서 등록하십시오. 

Microsoft 계정(Surface에 로그인하고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 Surface 3, Surface 3 타이핑 커버의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rface.com에서 Surface 일련 번호 찾기 또는 Surface 커버 일련 번호 찾기를 

참고하십시오. 

수리 
Surface 제품을 서비스 센터로 보내기 전에 Surface.com에서 Surface 문제 해결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문제 해결 가이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Surface.com을 통해 Microsoft에 문의하십시오. 

Surface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요청을 통해 제품을 서비스 센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Surface를 서비스 센터로 보내기 전에 Surface.com에서 Surface 서비스 요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읽고 서비스 센터로 Surface 보내기 페이지에서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화면 지시를 

따르십시오. 

보증 
보증 정보는 Surface.com에서 Surface 보증 및 Surface 보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도움말 
www.surface.com/support에서 더욱 다양한 정보와 도움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register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warranty-service-and-recovery/find-the-serial-number-on-surfac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warranty-service-and-recovery/find-the-serial-number-on-touch-cover-and-type-cover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troubleshoot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contact-us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warranty-service-and-recovery/how-to-get-your-surface-ready-for-service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service-order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warranty-service-and-recovery/surface-warranty
http://www.microsoft.com/surface/support/documents
http://www.surface.com/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