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 iOS용 Outlook

참고 자료
iOS용 Outlook이 없는 경우
Apple Store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연결. 구성. 작업 완료.
계정 아바타 또는 로그를 탭하여
계정 보기를 전환하고, 폴더를 보
고, 즐겨찾기를 관리하고 설정에
액 세스합니다.

작성 아이콘을 탭하여 새 메시지
를 작성합니다.
필터를 탭하여 읽지 않음, 플래그
지정됨 또는 첨부 파일이 있는 메
시지만 표시합니다.

탭하여 중요 및 기타 메시지 사이
를 전환합니다. 중요에는 중요한
전자 메일이 표시되며 나머지 전
자 메일은 기타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작업으로 받은 편지함에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살짝 밀어
메시지에 대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읽지 않은 전자 메일이 있는 경우
알림 점이 표시됩니다.

@멘션을 통해 전자 메일에
서 회원님이 멘션된 위치를
확인합니다.
메시지 스레드의 전자 메일
수를 나타냅니다.

두 번 탭하여 키워드 검색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즐겨찾기 폴더 추가

살짝 밀기 옵션 > 오른
쪽으로 살짝 밀기 또는
왼쪽으로 살짝 밀기를
탭하고 작업을 선택합
니다.
중요 받은 편지함을 탭
하여 중요 받은 편지함
을 켜거나 끕니다.

계정 및 폴더 보기
에서 연필을 탭하여
즐겨찾기를 추가하
고 관리합니다.

스레드별로 구성을 탭
하여 메시지를 대화 스
레드별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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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메시지 표시 및 플래그 지정

메시지에서 … 아이콘을
탭한 다음 표시 또는
플래그 지정을 탭합니다.
살짝 밀기를 사용자 지정
하여 메시지를 표시하거
나 플래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를 탭한 다음 계정 아이콘을
길게 눌러 계정의 폴더 목록을 확
인합니다.

파일 또는 이미지 첨부

연락처 카드 보기
연락처 이름을 탭하여 전
화 번호, 전자 메일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클립 아이콘 > 파일 첨부
를 탭하여 파일을 선택합
니다.

조직 표시를 탭하여 연
락처의 조직 계층 구조
와 조직 구성원을 확인

카메라 아이콘을 탭하여
문서, 사진 또는 화이트보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합니다.

초대에 참석 여부 알림 요청
일정 보기 변경
모임 초대에서 참석 여부
알림 요청을 탭하고 수락,
미정 또는 거절을 탭합니
다. 보낸 사람에게 회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에서 보기를 탭하고
안건, 일, 3일 및 월 보기
를 선택합니다.

장치를 가로 모드로 전
환하여 7일 보기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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