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이드

멀티미디어 기능

편리 기능

문제해결 기능

보안(Security) 기능



멀티미디어 기능 문제해결 기능

편리기능 보안 (Security) 기능

•	 삼성 복원 솔루션 (복원/백업하기)

•	 삼성 Support Center (문제해결 도우미)

•	 Samsung Update Plus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기)

•	 Norton Online Backup [평가판] (인터넷으로 백업/
복원하기)

•	 Battery Life Extender (배터리 수명 연장해서 사용하기)

•	 Chargeable USB S/W (USB로 충전하기)

•	 Samsung Fast Booting (빠르게 부팅하기)

•	 Easy Battery Manager (전원 관리하기)

•	 Easy Display Manager (핫키 사용하기)

•	 Easy Network Manager (네크워크 설정하기)

•	 Easy Partition Manager (하드디스크 분할하기)

•	 Easy SpeedUp Manager (시스템 최적화하기)

•	 McAfee Internet Security [평가판] (백신 프로그램)

•	 Norton Internet Security [평가판] (백신 프로그램)

•	 TPM 프로그램 (파일 암호화하기)

•	 Play Touch (터치프로그램)

•	 Cyberlink DVD Suite (동영상 재생/편집, 데이터 굽기)

•	 Cyberlink YouCam (웹캠 사용하기)

•	 Easy Content Share (TV로 컨텐츠 보기)

•	 Easy File Share (두 대의 PC에서 파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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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를 읽기 전에

•	 본	가이드는	삼성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제품에	따라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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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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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를 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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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File Share
공유한	내	PC에서	파일	실행,	
복사,	이동,	삭제	등의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Easy Content Share
컴퓨터의	사진,	음악	
동영상을	TV로	즐길	수	
있어요.

Cyberlink YouCam
웹캠을	통한	비디오	
채팅에	다양한	효과까지	
즐겨보세요.	

멀티미디어 기능

Cyberlink DVD Suite
DVD	재생은	물론,	CD/DVD	
데이터	기록,	DVD	타이틀	
제작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어요.	

Play Touch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사진,	음악,	동영상	
및	인터넷을	손쉽게	
즐길	수	있어요.



5멀티미디어 기능터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Play Touch)

▶ 도움말 화면

홈	매니저

프로그램	최소화

현재	Space	위치	안내

프로그램	종료

이전	또는	다음	
Space로	이동

홈	매니저	불러오기

 터치 프로그램 (Play Touch) 실행하기

1	 Play	Touch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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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을	누르면	동작	
방법이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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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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Play Touch)

음악 바로가기

설정

탐색기

동영상 바로가기

인터넷 바로가기

사진 바로가기

메모 바로가기



7멀티미디어 기능CyberLink DVD Suite 사용하기

Cyberlink	DVD	Suite는	DVD	타이틀	등	멀티미디어	재생,	데이터	기록,	비디오/사진	편집,	DVD	타이틀	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CyberLink	DVD	Suite를	실행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하세요.

CyberLink DVD Suite 란?

DVD	재생과	DVD/CD	데이터	기록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Cyberlink DVD Suite 사용하기

메뉴메뉴의	각	기능

PowerDirector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편집,	
멋진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LabelPrint 

나만의	디스크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PowerProducer 
DVD	타이틀과	사진	슬라이드쇼	
디스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PowerDVD 
DVD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Power2Go 
CD/DVD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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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Cam을	실행하세요.

기능	버튼

캡쳐한	모든	컨텐트프레임	/	아바타	/	필터	/	왜곡

감정	효과 미리보기	창

2	 카메라를	앞에	두고	스냅샷	 	또는	

캡처	 	를	누르면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촬영할 때에는

•	 타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지	마세요.

•	 사진/동영상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함부로	촬영하지	마세요.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밀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지	마세요.

웹캠 사용하기 (CyberLink YouCam)

YouCam 이란?

컴퓨터에	내장된	웹캠으로	풍선말,	아바타,	액자	효과	등을	더해	재미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YouCam 사용하기



9멀티미디어 기능홈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공유하기 (Easy Content Share)

컴퓨터, TV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해 볼까요?

1	 컴퓨터와	TV를	유선	또는	무선랜으로	유무선	공유기에	연결하세요. 2	 컴퓨터와	TV에서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3	 Easy	Content	Share를	실행해서	컴퓨터와	TV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기들

Easy Content Share 란?

DLNA	응용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을	TV의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의 컨텐츠를 TV로 즐기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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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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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공유하기 (Easy Content Share)



11멀티미디어 기능두 대의 PC에서 파일 공유하기 (Easy File Share)

 내 PC를 공유하고 원격 PC에서 접근해 볼까요?

Easy File Share 란?

별도의	장치나	네트워크	설정	없이	두	대의	PC를	간단하게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유한	내	PC에	접근하여	파일	
실행,	복사,	이동,	삭제	등의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랜	장착	모델에	한함)

1	 무선	랜	버튼을	눌러	무선	랜을	켜주세요.

2	 Easy	File	Share를	실행시켜	연결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3	 공유	폴더를	설정하면	인증	번호	4자리가	나타납니다.		
원격	PC에서	Easy	File	Share를	실행시켜	인증	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내	PC	공유하기

원격	PC가	삼성	
컴퓨터가	아닌	경우,	
프로그램	내보내기	
기능으로	설치/
접속할	수	있어요.

원격	PC에서	
접속하기

공유	폴더에	접근하여	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	PC

원격	PC

내	PC 원격	PC



Easy SpeedUp Manager
시스템을 원하는 대로, 
빠르게! 혹은 조용~
하게!

Easy Partition Manager
간편한 파티션 솔루션, 
드래그 만으로 한 
개의 하드를 두 
개처럼 사용!!

Easy Network Manager
장소를 이동 시에도 네트워
크 설정 변경을        
클릭 한번으로 
해결합니다. 

Battery Life Extender
한번의 클릭으로 배터리의 
수명을 오래~오래~

Easy Battery Manager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Samsung Fast Booting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부팅할 수 있습니다.

Chargeable USB S/W
언제나 충전 가능한 USB 
포트로 전원에 관계없이 
휴대기기를 충전 할 수 
있습니다.

Easy Display Manager
키보드 핫 키 기능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편리기능



13편리기능핫 키 사용하기 (Easy Display Manager)

	 핫	키로	화면	밝기	조절하기

핫 키로 화면 밝기를 조절 해 볼까요?

 키를 누른 상태로  를 눌러 보세요.

Easy	Display	Manager	란?

삼성 컴퓨터의 대표적인 키보드 핫 키 설정 프로그램으로 
핫 키를 눌러 편리하게 화면 밝기 조절, 사운드 볼륨 조절, 
외부 모니터 화면 설정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핫	키로	외부	모니터	화면	설정하기

핫 키를 이용하면 외부 모니터 연결 시, 간편하게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세요.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화면 상태가 될 때까지  를 한번씩 누르세요.

LCD

CRT

LCD + CRT Clone

LCD + CRT DualView

HDMI

LCD + HDMI Clone

LCD + HDMI DualView



14편리기능

Chargeable USB 프로그램을 실행 한 후, 충전기능을	설정합니다를 
선택하세요.

USB 충전기능 사용하기 (Chargeable USB)

Chargeable	USB	란?

PC가 꺼져있거나 대기모드일 때도 언제나 충전 가능한 포트입니다.

여행 시 휴대폰, MP3등을 충전기 없이 노트북과 충전 케이블 만으로 충전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Chargeable	USB	충전기능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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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Booting	기능	사용하기

1 Samsung Fast Booting Sofrware를 실행하세요.

2 빠르게 부팅하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Fast	Booting	기능을	
설정합니다.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하이브리드	절전모드란?

Fast Booting 기능 설정 상태에서는 전원버튼을 누르거나, 절전모드 진입 시 
하이브리드 절전모드로 동작합니다.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는 작업 중인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절전 
상태에서 갑자기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작업중인 데이터를 잃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부팅하기 (Samsung Fast Booting)

Samsung	Fast	Booting	이란?

좀 더 빨리 부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자주 이동하며 사용하는 경우 빠르게 부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편리기능전원 관리 프로그램 사용하기 (Easy Batter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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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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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Battery	Manager	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원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전원 모드를 지원합니다.

 Easy	Battery	Manager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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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ttery Life Extender를 실행한 다음 배터리	수명	연장	모드를 
선택하세요. 

클릭 한번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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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수명 연장해서 사용하기 (Battery Life Extender)

Battery	Life	Extender	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따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연장해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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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사용하는	장소의	네트워크	정보를	저장해	볼까요?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장소가 다를 경우 
장소별로 설정해 둘 수 있으며, 설정 과정 중에 프린터 설정 과정도 
나타납니다.

1 Easy Network Manager를 실행하세요.

2 추가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설정하기 (Easy Network Manager)

Easy	Network	Manager	란?

네트워크 설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네트워킹 기능을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매니저를 이용해 장소별로 네트워크 환경을 저장해 두세요.

장소가 바뀔 때마다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할 필요없이, 저장된 장소를 클릭하여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asy Network Manager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과	프린터	설정을	한꺼번에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소를	이동하였을	때	네트워크를	다시	설정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이나	가정	등	여러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할	경우에	장소별로	네트워크	설정을	해	두면	매번	네트워크를	설정할	필요	없이	장소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을	때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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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 할 장소를 선택하고, 장소	이름을 입력 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4 직접	연결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장치를 선택하고 IP 설정을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장치	선택

유선랜 또는 무선랜 선택

IP	설정

자동 IP가 아닐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IP 정보 입력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DHCP(자동 IP 설정)를 사용할 경우 선택

6 저장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프린터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하기 (Easy Network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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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해	볼까요?

장소를 이동하셨나요? 

네트워크 매니저를 실행하세요.

미리 저장해둔 장소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 한 후, 이동을 클릭하세요.

선택한 장소로 네트워크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선랜을	사용하시나요?

무선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P설정을 클릭하여, 접속할 AP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사용 가능한  
AP 아이콘

PC 아이콘

• AP 아이콘이  에 가까울 수록 AP 강도가 세고, 멀리 위치할 
수록 강도가 약합니다.

• 네트워크 키를 입력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네트워크 설정하기 (Easy Network Manager)



20 21편리기능

1 컴퓨터 구입 후 최초 실행 시 Easy Partition Manager 창이 나타납니다. 

기본으로 설정된 파티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급 버튼을 누르세요. 

2 C, D 드라이브 경계의 눈금자를 움직여 원하는 사이즈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asy Partition Manager는 컴퓨터 구입 후 최초 실행 시 단 한번만 
실행됩니다. 

하드디스크 공간 나누기 (Easy Partition Manager)

Easy	Partition	Manager	란?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두 개의 드라이브로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드 디스크의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하여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하드	디스크	공간	나누기(파티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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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누른 상태로  를 원하는 모드가 될 때까지 누르세요. Easy	Speedup	Manager	제공	모드

저소음,	
저전력	모드

CD 드라이브 배속 제어, 전원 설정, CPU
의 FAN 속도 조절을 통해 소음 및 배터리 
소비를 감소 시킵니다.

일반	모드 컴퓨터의 일반적인 동작 상태 입니다.

최대	성능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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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부팅	
모드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시스템을 오래 
사용하여 부팅이 느려질 때 더 빠르게 부팅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시스템 최적화하기 (Easy Speedup Manager)

Easy	SpeedUp	Manager	란?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로 사용하거나 저소음/저전력 모드를 원할 때 키보드 핫 키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컴퓨터를 좀더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Easy	Speedup	Manager	사용하기



Samsung Update Plus
삼성 업데이트Plus로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삼성 Support Center
나만의 컴퓨터 문제 해결  
도우미~!  시스템 진단 
및 인터넷 A/S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삼성 복원 솔루션
문제가 발생해도 안심, 
빠르고 쉽게 
복원할 수 
있어요. 

Norton Online Backup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백업하고 어디서든 간편하게 
파일에 접근해 
보세요.

문제해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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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기능

백업 기능 
C 드라이브나 필요한 파일/폴더를 저장합니다.

• 전체 백업
 C 드라이브를 저장합니다.

• 데이터 백업
 중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합니다.

복원 기능

문제발생

VIRUS

복원 기능 
Windows 주요 파일, C 드라이브,  

파일/폴더를 예전 상태로 복원합니다.

• 기본 복원 
Windows 주요 파일들만 빠른 시간에 되돌립니다.

• 전체 복원 
C 드라이브를 예전 정상 상태로 되돌립니다.

• 데이터 복원 
백업을 해 두었던 중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예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시스템에 필요한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합니다.

•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삼성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백업

 삼성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CD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복원/백업하기 (삼성 복원 솔루션)

삼성 복원 솔루션 이란?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언제든지 저장해 둔 이미지로 쉽게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를 재설치 하고 싶거나, 바이러스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삼성 복원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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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복원 솔루션은 Windows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복원솔루션을 실행하세요.

-  Windows 상태일 경우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삼성 SW 모음 > 삼성 복원 솔루션 > 삼성 
복원 솔루션을 클릭합니다.

-  컴퓨터가 부팅 되지 않는 경우

   전원 버튼을 눌러 부팅 화면(SAMSUNG 문자)가 나타나면 F4 
키를 누릅니다. 잠시 후 복원모드로 부팅되며 삼성 복원 솔루션의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2 초기 메뉴 화면이 나타나면 복원을 클릭합니다.

3 복원할 시점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컴퓨터를 초기 상태로 복원하고 싶을 때는 컴퓨터 초기 상태를 클릭 
하세요.

시스템이 재시작 됩니다.

4 복원 모드로 부팅된 후 복원 진행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복원이 진행됩니다.

더 알아보기

전체 복원을 하게 되면 복원 시점 이후에 저장한 모든 데이터 및 
추가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삭제됩니다. 

복원 전에 데이터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먼저 
백업을 받으십시오.

컴퓨터 복원/백업하기 (삼성 복원 솔루션)

 컴퓨터를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볼까요? (복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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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기능을 이용해 하드 디스크나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 해 두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저장해둔 데이터를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백업 메뉴 실행 2 하드디스크 전체를 저장하려면?  전체 백업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하려면?  데이터 백업

컴퓨터 복원/백업하기 (삼성 복원 솔루션)

 현재의 컴퓨터 상태를 저장해 볼까요? (백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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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지점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입력하고,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D:\ 드라이브 선택 DVD 드라이브 선택

4 복원 모드로 시스템이 재시작 된 뒤, 백업이 시작됩니다.

5 백업 진행 중입니다.

예상 DVD 장수

6 백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DVD와 같은 외부 저장매체에 전체 백업을 해 두면 하드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원 영역이 삭제된 경우에도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복원/백업하기 (삼성 복원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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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 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삼성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장치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를 재설치 하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삼성 복원 솔루션 초기화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다음 안내에 
따라 설치 또는 백업을 진행하세요.

컴퓨터 복원/백업하기 (삼성 복원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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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영역이란 무엇인가요?

• 삼성 컴퓨터에는 컴퓨터를 복원하거나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별도의 파티션이 존재합니다. 
(삼성 복원 솔루션이 탑재된 모델에 한함)

 이 파티션을 복원 영역이라고 하며, 운영 체제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복원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바탕화면의 삼성 복원 솔루션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컴퓨터 부팅 시 F4 
키를 누르면 복원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며, 현재 상태를 백업하거나 
복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복원 영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원 영역 삭제툴을 이용하여 
제거해야 하며, 복원 영역 삭제 후 새로 생성되는 파티션은 데이터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복원 영역이 삭제되면, 삼성 복원 솔루션이 동작하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드 디스크 용량이 구입 시 사양과 다릅니다.

• 내 컴퓨터나 탐색기에서 표시되는 용량은 1KB를 1024B로 계산하여 
표시한 것으로 실제 용량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계산 방법의 차이일 뿐 구입 시 사양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 특정한 기능 제공을 위해 하드 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는 윈도우에서 표시되는 하드 디스크의 용량이 적게 나타납니다.

• 삼성 복원 솔루션이 적용된 모델은 복원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약 5~20GB 정도의 용량이 숨겨져 있으므로 내 컴퓨터나 Windows 
탐색기를 통해서 볼 때 용량이 그만큼 적게 나타납니다.

 단, 삼성 복원 솔루션 영역의 크기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크기로 
인하여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원솔루션을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증상으로 선택하기를 클릭하세요.

해당하는 증상을 선택하면 권장하는 기능이 안내 됩니다.

 더 알아보기



30문제해결 기능문제 해결 도우미 사용하기 (Samsung Support Center)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볼까요?

시스템 진단은 사용자 스스로 시스템의 연결 상태,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amsung Support Center를 실행 한 후, 문제해결 도우미에서 시스템 
진단을 시작 하세요.

문제가 발견되었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각의 조치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터넷 상담. 이용해 보셨나요?

인터넷으로 삼성 컴퓨터 전문 상담원과 문자 채팅 및 원격 접속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해보세요.

Samsung Support Center를 실행 한 후, 삼성 인터넷 A/S 에서 인터넷 상담 
연결을 클릭하세요. 

Samsung Support Center 란?

삼성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문제해결 도우미로서 시스템 진단, 인터넷 A/S 기능 및 시스템 복원 기능을 지원합니다.

컴퓨터가 이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컴퓨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해 보세요.



30 31문제해결 기능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기 (Samsung Update Plus)

Samsung Update Plus 란?

삼성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검색하여 알맞은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Samsung Update Plus를 실행 한 후, 업데이트 할 항목이 있는지 
검색하세요.

업데이트 할 항목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진행하세요.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볼까요?



32문제해결 기능인터넷으로 백업/복원하기 (Norton Online Backup [평가판])

1 Norton Online Backup을 실행하여, 백업 할 컴퓨터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2 파일 추가 또는 폴더 추가를 클릭하여, 저장할 파일이나 폴더를 
지정하세요. 

Norton Online Backup 란?

웹 기반 백업 솔루션으로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웹을 통해 안전한 위치에 저장하며, 어느 컴퓨터에서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백업을 통해 손실, 손상 및 기타 재해로부터 파일을 보호해 보세요. 

 온라인 저장 장소에 저장할 폴더를 설정해 볼까요? (온라인 백업)

Norton Online Backup 온라인 저장 장소에 추가된 폴더나 파일은 
주기적으로 백업 됩니다. 

폴더나 파일이 백업 중인 경우에는 작업표시줄의     이     로 바뀝니다.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 후 5GB의 백업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5대의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2 33문제해결 기능

Norton Online Backup을 실행 한 다음, 복원할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에서 
파일 작업을 클릭하세요.

파일 작업에서는 4가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 한 뒤, 
안내에 따라 사용하세요. 

메 뉴          내 용

파일 복원 파일을 동일한 위치에 복원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파일 링크 
전송

Online Backup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전송합니다. 

파일 삭제
Online Backup 목록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삭제된 파일은 다시 복원 할 수 없습니다. 

삭제 시, 주의 하세요. 

인터넷으로 백업/복원하기 (Norton Online Backup [평가판])

 온라인 저장 장소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해 볼까요?  



보안 기능

McAfee Internet Security
바이러스와 인터넷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PC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Norton Internet Security
바이러스와 인터넷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PC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TPM 프로그램
TPM 칩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 
하는 보안솔루션입니다.



35보안 (Security) 기능

1 McAfee SecurityCenter를 실행하세요.

2 검색을 클릭하면, 바이러스를 검색하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 
바로 치료합니다. 

더 알아보기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처하려면 항상 McAfee SecurityCenter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세요.

백신 프로그램 (McAfee SecurityCenter [평가판])

McAfee Security Center 란?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제거하며, 인터넷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고, 치료해 볼까요?



36보안 (Security) 기능

1 Norton Internet security를 실행하세요.

2 지금 검사에서 원하는 종류의 검사를 실행하세요.

3 검사가 완료되면 안내에 따라 조치하세요.

백신 프로그램 (Norton Internet Security [평가판])

Norton Internet Security 란?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제거하며, 인터넷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고, 치료해 볼까요?



36 37보안 (Security) 기능

1 암호화할 폴더(또는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암호화를 선택합니다. 

2 암호화된 파일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파일 암호화하기 (TPM 보안 장치 사용하기)

TPM(Trusted Platform Module) 이란?

TPM 보안 장치는 컴퓨터에 장착된 TPM 칩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저장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파일(폴더)를 암호화해 볼까요?



38보안 (Security) 기능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 볼까요?

1 암호화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세요.

2 사용자 인증창이 나오면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3 파일이 열립니다.

    암호를 해제해 볼까요?

1 암호화된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암호화 해제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인증창이 나오면,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3 파일에서 암호가 해제됩니다.

파일 암호화하기 (TPM 보안 장치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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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네크워크 설정하기 ( Easy Network Manager* )     18

ㄷ
동영상 재생/편집, 데이터 굽기 ( Cyberlink DVD Suite )   7
두 대의 PC에서 파일공유하기 ( Easy File Share* )   11
드라이버 업데이트하기 ( Samsung Update Plus* )   31

ㅁ
문제해결 도우미 ( 삼성 Support Center* )     30

ㅂ
배터리 수명 연장해서 사용하기 ( Battery Life Extender* )  17
백신 프로그램 사용하기 ( McAfee Internet Security )   35
백신 프로그램 사용하기 ( Norton Internet Security )   36
빠르게 부팅하기 ( Samsung Fast Booting* )     15
복원/백업하기하기 ( 삼성 복원 솔루션* )     24

ㅅ
시스템 최적화하기 ( Easy SpeedUp Manager* )   22

ㅇ
웹캠 사용하기 ( Cyberlink YouCam )      8
유에스비로 충전하기 ( Chargeable USB S/W* )    14
인터넷으로 백업/복원하기 ( Norton Online Backup )   32

ㅌ
터치프로그램 사용하기 ( Play Touch* )      5
티비로 컨텐츠 보기 ( Easy Content Share* )      9

ㅍ
파일 암호화하기 ( TPM 프로그램 )     37

ㅎ
하드디스크 분할하기 ( Easy Partition Manager* )   21
핫키 사용하기 ( Easy Display Manager* )     13

* 마크가 표시된 프로그램은 삼성에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찾아 보기



서비스센터 및 홈페이지 안내

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 3동 416번지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samsungsvc.co.kr
고객이 직접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 접수 및 실시간 사이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
사후봉사가 우수한 기업에 국가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마크

삼성모바일닷컴은 삼성전자의 대표 브랜드 사이트로 컴퓨터, 휴대폰, MP3P의 제품 정보와 커뮤니티, 쇼핑몰, 컨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단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AMSUNG mobile www.samsungmob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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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_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