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편 활용편

삼성 컴퓨터 
H/W 기능 가이드



2기본편가이드를 읽기 전에

	

•	 본	가이드는	삼성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제품에	따라	일부	장치	및	기능은	제공되지	않거나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	표지	및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	사진은	삼성	컴퓨터	대표	
모델의	사진으로	포함되어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0	삼성전자주식회사

	 본	설명서의	저작권은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전	허가	없이	가이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은	제품의	기능	향상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가이드를 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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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기능 알아보기

•	 키보드 유용한 핫키 알아보기

•	 터치패드 알아보기

•	 LCD 밝기 조절하기

•	 배터리 알아보기

•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	 외부 디지털 장치 연결하기

•	 터치 스크린 사용하기

•	 터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	 녹음기 사용하기

•	 SRS기능 사용하기

•	 유선 네트워크 사용하기

•	 무선 네트워크 사용하기

•	 공유기 사용하기 (별도 구입)

•	 홈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공유하기

기본편 활용편



포트 기능 알아보기 키보드 유용한 핫키        
알아보기

터치패드 알아보기 LCD 밝기 조절하기

기본편

배터리 알아보기

F1fn



5기본편포트 기능 알아보기

 앞면     

카메라 렌즈
정지	영상	및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웹캠입니다.	

	 		CyberLink	YouC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터치패드/터치패드버튼
터치패드와	터치패드	버튼은	마우스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멀티카드 슬롯 
SD	카드,	SDHC	카드,	MMC	카드를	
인식하는	슬롯입니다.

마이크 
내장	마이크입니다.

•	 삼성	컴퓨터	대표	모델을	기준으로	포트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모델에	따라	지원되는	장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6기본편포트 기능 알아보기

 동작 표시등

Caps Lock  
영문자를	입력하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켜짐:	영문	대문자	입력

꺼짐:	영문	소문자	입력

하드디스크/ODD 
하드디스크/ODD가	동작	중임을	

표시합니다.

무선랜  
무선랜의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켜짐:	무선랜의	무선	신호가	동작	중인	상태

꺼짐:	무선랜의	무선	신호가	꺼진	상태

충전 
AC	어댑터와	배터리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연두색: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	또는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

●	 빨간색:	배터리가	충전	중인	상태

●	 꺼짐:	배터리로만	동작	중인	상태

전원 
컴퓨터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켜짐:	컴퓨터가	동작	중인	상태

깜빡임:	컴퓨터가	절전	모드	상태



6 7기본편포트 기능 알아보기

 왼쪽면

e-SATA 포트란?

PC의	주변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격으로	외장	하드와	같은	
저장장치	연결에	많이	쓰입니다.

Chargeable USB 포트란?

•	 PC가	꺼져있거나	대기모드일	때도	언제나	충전	가능한	
포트입니다.

•	 Chargeable	USB	포트로	충전시	일반	충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도난 방지 홀 
컴퓨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켄싱턴락(고정	장치)을	고정시키는	
홀입니다.

전원 입력 잭 

모니터 포트 
모니터	또는	15핀	D-SUB
를	지원하는	TV나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유선랜 포트 

디지털 영상/음성  
포트 (HDMI)
HDMI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TV와	연결해서	디지털	영상/음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eSATA/USB 겸용 포트
USB	장치	또는	eSATA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Windows	XP에서는	eSATA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Chargeable USB 포트
USB	장치	사용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잭

헤드폰 잭

Express Card 슬롯



8기본편키보드 유용한 핫키 알아보기

 핫 키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핫키란?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	화면	밝기	조절,	사운드	볼륨	조절,	외부	모니터	화면	설정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F1fn

Fn	키와	함께	키를	누르면	아래	표에	설명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타입 모델

			+			

   ▶ B타입 모델

			+			



8 9기본편키보드 유용한 핫키 알아보기

Fn A타입 B타입 이름 기능

	+

REST (절전모드)
절전(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Gauge 배터리	남은	양을	볼	수	있습니다.

Euro 유럽	통합	화폐	기호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CRT/LCD 외부	모니터(또는	TV)를	연결했을	때,	LCD	또는	외부	모니터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Backlight LCD를	끄고	켭니다.

조용히 소리를	끄고	켭니다.

Samsung Support 
Center

시스템	진단,	복구	및	인터넷	상담	프로그램인	Samsung	Support	Center가	실행됩니다.		
(제공되는	모델에	한함)

		일부	모델에는	삼성 매직 닥터가	실행됩니다.



10기본편키보드 유용한 핫키 알아보기

Fn A타입 B타입 이름 기능

	+

Easy SpeedUp 
Manager

시스템	성능을	최대로	사용하고	싶거나,	저소음/저전력	모드를	원할	때	핫	키를	눌러	조절할	
수	있습니다.

•	 Silent:	저소음,	저전력	모드

•	 Normal:	일반	모드

•	 Speed:		최대	성능	모드

	 시스템이	최고	성능으로	동작하며,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시스템	자원을	
최우선으로	할당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드입니다.

•	 Speed Boot: 		빠른	부팅	모드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시스템을	오래	사용하여	부팅이	느려질	때	더	빠르게	부팅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고급	메뉴에서	S/W	실행	시점을	조정하여	추가적으로	빠르게	부팅	
할	수	있습니다.

•	 Silent	모드에서	팬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경우에는	BIOS	
셋업의	Advanced	메뉴	>	Fan Silent Mode에서	Low를	선택하십시오.	
팬	소음이	Low	상태로	유지됩니다.

•	 Easy	Speedup	Manag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실행됩니다.

무선랜
무선랜이	제공되는	모델에서	무선	랜	기능을	켜고	끕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Bluetooth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터치패드	기능을	끄고	켭니다.		
외부	마우스만을	사용할	때	터치패드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Scroll Lock
Scroll	Lock을	켜면	일부	프로그램에서	커서의	위치는	이동하지	않으면서	화면만	위	아래로	
스크롤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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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 밝기를 조절해 볼까요?

	+	 			또는			 	+	

음량을 조절해 볼까요?

	+	 			또는			 	+	

또는	 	+	 	키를	눌러	소리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기타 기능 키

마우스(터치패드)	오른쪽	버튼의	기능을	합니다.

Num Lock	키를	누르면	숫자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 키 기능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을 경우, 다음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Winodws Vista/7:		Easy	Display	Manager

•	 Windows XP:	Easy	Display	Manager,	Easy	SpeedUp	Manager

프로그램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	삼성 복원 솔루션 >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복원	솔루션	제공	모델에	한함)

키보드 유용한 핫키 알아보기



12기본편터치패드 알아보기

•	 터치패드는	손가락으로	사용하세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터치패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이미지는	실제	화면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터치패드	
모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기능
터치패드 오른쪽 버튼

선택	및	실행
터치패드 왼쪽 버튼

커서	위치	
이동	시	사용

터치패드

마우스의	휠에	해당되며	
상,하,좌,우로	이동

스크롤 영역

터치패드란?

터치패드는	마우스와	같은	기능을	하며,	터치패드	버튼은	마우스의	좌우	버튼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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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패드의 기본 기능을 알아볼까요?

화면에서 커서 이동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	놓고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가	움직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클릭 기능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대고	원하는	항목을	한	번	클릭합니다.	또는	왼쪽	버튼을	
빠르게	한	번	눌렀다	뗍니다.

더블 클릭 기능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대고	원하는	항목을	빠르게	두	번	클릭합니다.	또는	
터치패드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클릭합니다.

오른쪽 버튼 기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터치패드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타납니다.

터치패드 알아보기

톡

클릭또는

클릭클릭

톡톡

또는

클릭



14기본편터치패드 알아보기

드래그(끌기) 기능

드래그는	항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드래그할	부분을	터치패드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	이동시킵니다.

상하/좌우 스크롤 기능

이동

이동

누른 상태로

이동



14 15기본편터치패드 알아보기

회전 기능

터치패드에	두	손가락을	대고	다음과	같이	동작하면	사진	또는	이미지가	
회전합니다.

또는

이동 기능

사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세	손가락을	왼쪽으로	살짝	튕기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크롤 기능

터치패드의	스크롤	영역과	같은	기능입니다.

터치패드에	두	손가락을	대고	상하로	움직이면	화면에서	상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텍스트 확대 및 축소 기능

터치패드에	두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을	서로	가깝게	모으거나	멀게	벌리면	
이미지나	텍스트가	확대/	축소됩니다.

 터치패드로 멀티 터치를해 볼까요?

확대
축소

또는

또는



16기본편

 터치패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터치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만을	사용하려면	터치패드의	기능을	잠글	
수	있습니다.

	+	 	키를	눌러	잠그세요.

터치패드와	터치패드	버튼	설정은	시작 >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마우스의	각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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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또는	 	+	 	키를	눌러	조절하세요.

	 LCD	밝기는	총	8단계이며	 	+	 	키를	누를	때	마다	한단계씩	
밝아집니다.

▶ Windows 7/Vista 경우

	 1.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전원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현재	설정된	모드의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3.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메뉴	바를	조정한	후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합니다.

▶ Windows XP 경우

	 1.	컴퓨터를	켜고	SAMSUNG	로고가	나타나면	F2	키를	눌러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2.	Boot	메뉴의	Brightness Mode Control	항목의	값을	User Control로	
변경합니다.

	 3.	F10 키를	눌러	저장한	후	셋업을	종료합니다.

•	 배터리 소모를 줄이려면

	 배터리로	동작	중일	때	화면	밝기를	어둡게	조절하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LCD 밝기 조절하기  

 키보드로 LCD 밝기를 조절해 볼까요?  변경한 LCD밝기를 재시작 후에도 유지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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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분리/장착해 볼까요?  배터리를 충전해 볼까요?

1	 컴퓨터를	종료하고	LCD를	닫은	후	뒤집어	놓습니다.

2	 양쪽	배터리	랫치를	바깥쪽	 	으로	민	후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3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려면	컴퓨터에	배터리를	맞추어	끼웁니다.

배터리	랫치가	자동으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배터리가	고정됩니다.

배터리	랫치가	안쪽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	 배터리를	끼운	후	AC	어댑터를	컴퓨터의	전원	입력	잭에	연결합니다.	
충전이	시작됩니다.

2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표시등이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상태 충전 표시등

충전 중일 때 빨간색	또는	주황색

충전이 완료되면 연두색	또는	파란색

AC 어댑터가 빠져 있을 때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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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남은 양을 확인해 볼까요?

단축키로 보기

키보드의	 	+	 	키를	누르면	화면에	배터리	남은	양이	잠시	
표시됩니다.

Easy	Display	Manag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확인하기

AC	어댑터를	분리한	후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의	배터리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배터리의	잔량이	표시됩니다.

배터리 부족 경고

배터리	잔량이	3~5%일	때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용	중인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종료됩니다.

배터리	잔량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주기 안내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오랜	시간	사용하면	사용	시간이	단축됩니다.

구입	시에	비해	사용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때는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여	사용하십시오.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	30-40%	남은	상태에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보관하면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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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밝기를 낮추세요.

키보드의	 	+	 	를	눌러	LCD	밝기를	어둡게	설정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Easy Battery Manager를 사용해 보세요. (Windows Vista/7)

시작 > 제어판의	전원 옵션을	실행하세요.

삼성	최적	모드를	선택하세요.	AC	전원	사용시에는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하고,	배터리	사용시에는	장시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	합니다.

.

배터리 알아보기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삼성 최적 모드

일반	사용	환경에	적합한	모드로	AC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시스템	최대	성능이	최적화되고,	
배터리를	사용할	때에는	장시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됩니다.

멀티미디어 모드
여러	작업을	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모드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삼성	최적	모드보다	다소	
짧아질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삼성	최적	모드는	배터리	사용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에는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AC	전원을	연결하거나,	고성능	모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멀티미디어	모드는	Windows	Vista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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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Battery Manager를 사용해 보세요. (Windows Vista/7)

Samsung Battery Manager를	실행한	다음,	원하는	모드를	클릭	하세요.	

절전	효과에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각	전원	모드별로	보여	줍니다.		
절전	효과가	클수록	그래프가	길게	표시됩니다.  

최대 배터리 모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최대로	요구되는	환경에	적합한	
모드로	시스템의	성능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모드
일반	환경에	적합한	모드로	시스템과	배터리의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최대 성능 모드
시스템의	성능이	최대로	요구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다소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모드
사용자가	세부	설정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사용자가	LCD	밝기,	전원	상태,	색	품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알아보기

전원 모드 선택

절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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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Life	Extender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따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attery	Life	Extender는	선택	사양으로	모델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삼성 SW 모음 >	Battery Life Extender >	
Battery Life Extender를	클릭합니다.

2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해당모드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일반 모드

AC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시	배터리	충전량을	100%
로	유지시키는	모드	입니다.	이	경우	배터리	이용	
시간은	늘지만	장시간	100%를	유지할	경우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배터리  
수명 연장 모드

AC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시	배터리	충전량을	80%
로	유지시키는	모드입니다.

이	경우	일반모드에	비해	배터리	이용시간은	
줄어들지만,	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팅	후	삼성	로고	화면이	나타날	때	F2	키를	눌러	BIOS에	들어가	
Advanced > Battery Life Cycle Extension에서	Enable로	설정하면	
배터리	수명	연장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알아보기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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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채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배터리	
용량과	남은	양	표시에	오차가	발생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attery	Calib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완전	방전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하면	실제	용량과	배터리	남은	양	표시가	같아집니다.

1	 컴퓨터를	종료하고	AC	어댑터를	제거합니다.

2	 컴퓨터를	다시	켠	후,	BIOS	화면에서	Boot	메뉴	>	Smart	Battery	
Calibration을	눌러	Battery	Calibration을	진행합니다.

XXXXXXXX

이	작업은	배터리	용량	및	남은	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배터리 알아보기

 Battery Calibration 이란?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외부 디지털 장치     
연결하기

활용편

녹음기 사용하기

유선 네트워크          
사용하기

무선 네트워크          
사용하기

공유기 사용하기        
(별도 구입)

홈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공유하기

SRS기능 사용하기

터치 스크린       
사용하기

터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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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는 아날로그 모니터 포트(RGB)와 디지털 영상/음성 포트(HDMI)가 
있습니다.

화질은 HDMI > RGB 포트에 연결하는 순서로 선명하므로 여러 개의 포트가 
있을 경우에는 화질이 뛰어난 포트에 연결하세요.

 연결 케이블을 알아볼까요?

연결 케이블은 사용자가 별도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RGB(아날로그 모니터) 케이블
  

HDMI 케이블

              
DVI 케이블

모니터나 TV, 프로젝터 등의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면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동영상, 영화 등을 볼 때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활용편

 모니터 포트로 연결해 볼까요?

모니터 포트가 지원되는 모니터나 TV,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화면을 넓게 
활용합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 모니터 케이블(15핀)로 모니터나 TV의 RGB 포트를 연결합니다. 2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화면 상태가 될 때까지 를 한번씩 

  누르세요.

LCD

CRT

LCD + CRT Clone

LCD + CRT DualView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외부 모니터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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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MI 포트로 연결해 볼까요?

HDMI 포트가 지원되는 TV에 연결하여 영화볼 때 고화질, 고음질을 한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HDMI TV로 연결한 후에는 화면 설정, 사운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1 TV의 HDMI 포트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TV 출력 포트(HDMI)가 지원되는 모델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TV에 한 개 이상의 HDMI 포트가 제공되는 경우, DVI IN 이라고 
표시된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 TV와 연결할 때에는 TV의 외부입력 모드를 HDMI로 변환합니다.

2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화면 상태가 될 때까지 를 한번씩 

  누르세요.

HDMI

LCD + HDMI Clone

LCD + HDMI DualView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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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표시되는 화면이 잘 맞지 않으면 그래픽 사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 해보세요. 

• 화면 그림 및 용어는 드라이버 버전 및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vidia 그래픽스 카드인 경우

1 NVIDIA 제어판을 실행하세요.

2 비디오 및 텔레비전 > HDTV 바탕화면 크기 조정 항목을 선택하고 
바탕화면 크기 조정을 클릭합니다.

3 크기 조절 막대를 이용하여 조정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좌우 조절 막대 상하 조절 막대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HDMI로 연결된 TV의 화면을 설정해 볼까요?

TV에 표시되는 화면이          
잘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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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그래픽스 카드인 경우

1 그래픽 속성에서 디스플레이 > 일반설정 > 배율 항목을 TV 화면에 
맞게 조정 하세요. 

ATI 그래픽스 카드인 경우

1 ATI Catalyst Control Center를 실행하세요. 

2 그래픽 설정 창에서 그래픽 > 바탕화면&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3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십시오 항목에 나타난 연결할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구성을 선택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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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 옵션 탭에서 크기 조절 막대를 이용하여 TV 모서리에 맞도록 
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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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TV 연결 시 마다 제어판에서 소리 재생 장치를 설정해 주어야 TV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소리를 클릭합니다

2 재생에서 HDMI장치를 기본 재생 장치로 설정 하세요.

HDMI 연결을 해제한 후 컴퓨터에서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 재생 
장치를 다시 스피커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하기

 HDMI로 연결된 TV에서 소리를 설정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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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캠코더 연결해서 사용해 볼까요?

카메라, 캠코더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동식 디스크로 되어, 장치의 저장된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와 카메라(또는 캠코더)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자동 실행 창이 나타납니다. 폴더를 열어 파일 보기를 클릭합니다.

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작 >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해당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 이동, 삭제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카드 드라이브의 장치명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캠코더, 핸드폰 등의 디지털 장치를 연결하여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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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능은 터치 스크린 모델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작합니다.

•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터치 동작 기능

한 번 누르기  
(클릭)

항목을 선택할 때 손가락으로 한 번 
누릅니다.

마우스의 한 번 클릭과 같습니다.

두 번 누르기  
(더블 클릭)

항목을 실행할 때 손가락으로 빠르게 두 
번 누릅니다.

마우스의 더블 클릭과 같습니다.

이동하기  
(드래그)

항목에 손가락을 대고 원하는 위치로 
끕니다.

마우스의 드래그와 같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떼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포인터 주변에 원이 그려집니다.

원이 다 그려졌을 때 손가락을 떼면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과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 사용하기 (터치 스크린 모델에 한함)

 터치 스크린 기본 동작을 익혀 볼까요?

터치스크린이란?

키보드, 마우스 없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인터넷, 사진, 
음악, 동영상 재생 등을 손쉽게 즐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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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보정해 볼까요?

터치 스크린을 처음 사용하거나 터치의 포인터가 잘 맞춰지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질 때에는 Tablet PC 설정에서 보정하여 사용하십시오.

화면 보정하기는 OS에 따라 다 수 있으며, 일부 OS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Windows 7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Tablet PC 설정 > 디스플레이 > 
보정을 누릅니다.

1 보정창이 나타나면 + 표시 눌렀다 뗍니다.
+ 표시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2 보정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창이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터치 스크린 입력 위치가 보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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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입력해 볼까요?

문자 입력은 키보드와 Tablet PC 입력판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은 OS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OS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Windows 7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 사용 시에는 컴퓨터의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메모장에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합니다.

Tablet PC 입력판 사용

Tablet PC 입력판은 Windows에서 제공하는 화상 문자 입력판입니다.

Tablet PC 입력판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메모장을 눌러 메모장을 
실행합니다.

2 메모장 화면을 손으로 누르면 메모장에 커서와 함께 가      
나타납니다.

3 손으로 를 누르면 Tablet PC 입력판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터치 스크린을 누르면 바탕화면 왼쪽 가장자리에

Tablet PC 입력판 탭 이 나타납니다.

Tablet PC 입력판 탭을 누르면 Tablet PC 입력판이 나타납니다.

필기 모드

화상 키보드
도구

언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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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프로그램 (Play Touch) 실행하기

터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터치 스크린 모델에 한함)

▶ 도움말 화면

홈 매니저

프로그램 최소화

현재 Space 위치 안내

프로그램 종료

이전 또는 다음 
Space로 이동

홈 매니저 불러오기

1 Play Touch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동작 
방법이 안내됩니다.

Play Touch 란?

터치 프로그램(Play Touch)는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모델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사진, 음악, 동영상 및 인터넷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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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매니저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나만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사진, 음악, 동영상을 
손으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 바로가기

설정

탐색기

동영상 바로가기

인터넷 바로가기

사진 바로가기

메모 바로가기

터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터치 스크린 모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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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녹음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Windows 7/Vista 경우

1 마이크 잭에 마이크를 연결하세요.

내장 마이크가 제공되는 모델은 내장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볼륨 아이콘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녹음 장치를 선택합니다.

3 마이크가 기본 녹음 장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크 표시가 
있으면 이미 기본 장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기본 장치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4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녹음기를 클릭한 후 녹음 
시작을 눌러 녹음합니다.

내장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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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XP 경우

1 마이크 잭에 마이크를 연결하세요.

내장 마이크가 제공되는 모델은 내장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작 > 제어판 > 사운드, 음성 및 오디오 장치 >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클릭합니다.

3 장치 볼륨의 고급을 클릭한 후, 옵션 > 속성을 클릭합니다.

4 믹서 장치에서 Realtek HD Audio Input을 선택하면 볼륨 조절에 
녹음이 선택됩니다.

5 다음 볼륨 컨트롤 표시에서 마이크 볼륨 항목을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녹음 컨트롤 창이 나타나면 마이크 볼륨의 선택 항목을 체크합니다.

녹음 감도를 높이려면 마이크 볼륨의 볼륨을 높인 후 창을 닫습니다.

7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엔터테인먼트 > 녹음기를 
클릭합니다.

8 녹음 단추를 누른 후 녹음하면 녹음됩니다.

Windows XP 기본 녹음기는 60초가 기본입니다.

장시간 녹음하려면 인터넷 자료실에서 녹음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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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프트웨어는 모델에 따라 제공되지 않거나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면 그림은 소프트웨어 버전 및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Windows 7/Vista 경우

1 작업 표시줄의 볼륨 아이콘  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후 재생 장치
(P)를 선택합니다.

2 재생 탭의 스피커를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3 스피커 속성 창의 SRS 탭을 선택합니다. 1사용할 모드를 선택하고, 
왼쪽의 2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모드에서 음향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
2

●    음악 : 음악을 감상할 때 선택합니다.
WOW HD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   영화 : 영화를 감상할 때 선택합니다.
TruSurround XT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   헤드폰 잭에 헤드폰을 꽂아 사용 시 : 각 메뉴별로 세부 설정값이 
일부 변경됩니다. 
CS Headphone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SRS기능 사용하기

 SRS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SRS 란?

스테레오 스피커의 공간감을 확장시켜 음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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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XP 경우

1 제어판 > 사운드, 음성 및 오디오 장치 >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클릭합니다.

2 오디오 탭을 누른 후 소리 재생 > 기본 장치(D):에서 SRS Premium 
Sound를 선택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경우 볼륨은 SRS 믹서에서 조절할 수 있으나, Realtek HD Audio 
Output 믹서의 마스터 볼륨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SRS 사용시에는 Realtek HD Audio Output 믹서의 마스터 볼륨은 
최대인 상태로 설정하시고 실제 볼륨 조절은 SRS 믹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RS 드라이버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동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제어판 > 사운드, 음성 및 오디오 장치 > SRS Control Panel을 
클릭합니다.

Enable을 체크한 후 사용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   WOW XT(Music) : 음악을 감상할 때 선택합니다.

●   TruSurround XT(Movie/Video) : 영화를 감상할 때 선택합니다.

• SRS 기능은 내장 스테레오 스피커 또는 헤드폰에 적용됩니다.

• 스테레오 믹스를 통해 녹음하고 재생할 경우에는 SRS 효과의 
중복 적용으로 과도한 음질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음전 
SRS 기술의 사용 옵션을 해제하시고, 재생 시 다시 설정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RS기능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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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명은 최신 운영체제인 Windows 7 기준으로 작성되어, 
운영체제에 따라 일부 설명 및 화면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Windows 운영체제에서도 사용방법이 유사하므로,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1 랜 케이블을 유선랜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 합니다. 

▶ Windows Vista 경우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 
네트워크 연결 관리를 클릭합니다.

▶ Windows XP 경우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결 > 네트워크 연결을 
클릭합니다.

유선 네트워크란?

회사의 네트워크 망이나 가정의 고속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유선 케이블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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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 영역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장치명은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 Windows 7/Vista 경우

네트워크 구성 요소 목록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를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 Windows XP 경우

일반 탭에서 연결에 사용할 장치 항목에서 랜 드라이버를 확인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를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이름은 Windows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추가하려면 위 그림에서 설치를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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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 설정을 합니다.

DHCP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선택하고, 고정 IP
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자동 IP가 아닐 경우에는 IP 주소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6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WOL(Wake On LAN) 기능을 사용하려면

<Wake On LAN> 기능은 시스템이 절전 모드일 때 네트워크(유선랜)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면 시스템이 대기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Ping 또는 Magic Packet 등을 사용 시) 단, 종료 상태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 Windows 7 운영체제인 경우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 
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 Windows Vista 운영체제인 경우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 
네트워크 연결관리를 클릭합니다.

▶ Windows XP 운영체제인 경우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결 > 네트워크 연결을 
클릭합니다.

2 로컬 영역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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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 전원 관리 탭을 클릭한 후에 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대기 모드를 종료할 수 있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   절전모드 상태에서 신호가 입력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대기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Wake On LAN> 기능을 해제한 후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   <Wake On LAN>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종료하면, LAN LED가 켜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무선랜을 사용 중에 유선랜을 연결하면 <Wake On LAN>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선랜을 사용안 함으로 설정하십시오.

-   하이브리드 절전 기능이 동작하면 <Wake On LAN> 기능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Windows 7에서는 Ping에 의한 Wake On LAN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100Mbps/1Gbps 유선랜을 연결한 상태에서 절전모드, 최대 
절전모드에서 빠져나올 때 10Mbps/100Mbps로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를 복원하는데 3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네트워크가 복원되면 10Mbps/ 1Gbps로 동작합니다. 

AC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로 사용할 때,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절전 기능이 동작합니다. 

이 기능에 의해 랜 케이블을 연결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네트워크 
상태로 동작하는데 최대 20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로 사용할 때, 유선랜 연결 
속도를 자동으로 낮추어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기능이 동작합니다. 

이 기능에 의해 배터리 상태에서 1Gbps/100Mbps 유선랜이    
100Mbps/10Mbps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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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명은 무선랜 카드 또는 장치가 제공되는 모델에 한합니다. 
본 설명에 나오는 그림은 무선랜 장치에 따라 일부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선랜을 사용하려면  +  키를 눌러 무선랜 기능을 
켜야 합니다. 무선랜이 켜지면 무선랜 표시등 이 켜집니다.

AP(Access Point : 액세스 지점)란?

유선 네트워크의 허브(Hub)로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내보내는 
장비입니다.

여러 대의 무선랜 장착 컴퓨터에 연결하여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선랜 접속하기

주변에 AP가 있는 경우 Windows에서 제공하는 무선랜 접속 방법으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7 경우

1 작업 표시줄의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 가능한 AP 
목록이 나타나며 접속할 AP를 선택하면 연결 버튼이 나타납니다.

          

AP 목록

무선 네트워크 사용하기

무선 네트워크란?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유선랜 케이블 대신에 무선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하는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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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을 클릭합니다. 만약 연결할 AP에 네트워크 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키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3 AP에 연결 완료 후 연결 정보를 알리는 창이 나타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Vista 경우

1 작업 표시줄의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터치패드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네트워크에 연결을 클릭합니다.

2 접속할 AP를 선택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만약 연결할 AP에 
네트워크 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3 AP에 연결 완료 후 연결 정보를 알리는 창이 나타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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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XP 경우

1 작업 표시줄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터치패드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접속할 AP를 선택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만약 연결할 AP에 네트워크 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키 
입력 창이 나타나므로, 입력 창에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키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3 AP에 연결됨이 표시되면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면 연결 
상태가 나타납니다.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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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는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설명은 기기의 설치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자세한 연결 
방법은 공유기의 제조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하는 PC(또는 IPTV, 인터넷 전화 등)가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공유기 연결해 볼까요?

유선으로 공유기를 연결하면 공유기의 LAN 포트 개수만큼 PC 
(또는 IPTV, 인터넷 전화 등)를 연결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통신사에서 설치한 모뎀이나 벽 단자(광랜의 경우)의 
LAN 포트와 공유기의 WAN 포트을 랜(LAN)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2 공유기의 LAN1~4 포트와 연결할 PC(또는 IPTV, 인터넷 전화 등)의 
LAN 포트를 랜(LAN)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벽단자 모뎀

공유기

1

2

2

3 공유기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추가 설정을 진행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 사용하기 (별도 구입)

공유기란?

회선(IP) 하나를 공유하여 여러 대의 PC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공유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회선으로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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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으로 공유기 연결해 볼까요?

무선으로 공유기를 사용하면 무선 신호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여러 대의 PC(
또는 IPTV, 인터넷 전화 등)를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PC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보안설정을 하면 다른 공유기로의 연결이나 외부 PC의 연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1 인터넷 통신사에서 설치한 모뎀이나 벽 단자(광랜의 경우)의 LAN 
포트와 공유기의 WAN 포트를 랜(LAN)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해 
줍니다.

2 공유기 제조사 가이드를 참고해서 공유기 설치를 마친 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부분 참조)

3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 랜 실제 환경 속도는 제시된 사양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유무선 공유기가 간헐적으로 오작동되어, 공유기에 연결된 유선 
및 무선랜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공유기를 재시작하여 
주세요.

•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 무선 랜 보안 설정 및 무선네트워크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기의 매뉴얼 참조)

벽단자 모뎀

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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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TV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해볼까요?

1 컴퓨터와 TV를 유선 또는 무선랜으로 유무선 공유기에 연결하세요.

2 컴퓨터와 TV에서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3 Easy Content Share를 실행해서 컴퓨터와 TV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세요.

현재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기들

 컴퓨터의 컨텐츠를 TV로 즐기고 싶으세요?

TV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비디오, 사진, 음악 파일을 재생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설정하세요.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알아보기

DLNA는 홈 네트워킹 기술의 하나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 사진, 음악 파일을 TV나 휴대폰으로 재생 할 수 
있습니다.

Easy Content Share 란?

DLNA 응용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을 TV의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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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재생할 컨텐츠를 추가해 볼까요?

TV에서는 공유된 컨텐츠에 대해서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1 Easy Content Share 오른쪽 상단의 설정  을 클릭합니다.

2 내 컴퓨터 > 폴더 추가하기  > 폴더 찾아보기 창에서 공유할 
폴더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유 리스트에 선택한 폴더가 추가됩니다.

이제 TV로 컨텐츠를 재생해 볼까요?

1 Easy Content Share에서 컨텐츠를 재생할 TV를 선택합니다.

재생목록 재생할 컨텐츠 추가 재생 컨트롤 패널

2 재생 목록에서 재생할 컨텐츠를 선택한 후, 재생  을 클릭합니다.

3 TV에서 선택한 파일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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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 (전국 어디서나)

1588-3366
제품 모델명, 고장상태,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객 여러분의 
궁금점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 에코 마크
제품의 친환경 특징을 고객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삼성전자 고유의 마크이며, 더욱 친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삼성컴퓨터 액세서리 쇼핑몰
http://shop.kr.samsungmobile.com

고객 상담실
서울 02-541-3000, 080-0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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