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Lenovo®에서는 Microsoft® Windows® 8.1 운영 체제
사용에 도움이 될 만한 안내서를 개발했습니다. 새 컴퓨터 사용자를
비롯하여 Windows 8.1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항상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차

Windows 8.1 시작하기







시작 화면
바탕 화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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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1 추가 팁

시작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이 구성 요소는 화면 하단의 Windows 시작 화면
제어 옆에 있습니다. 일부 앱의 바로 가기 키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바로 가기를 추가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표시줄에는 열려 있는 바탕 화면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관련 앱 또는 기능을 열려면 타일을 누르거나 클릭하십시오.
*앱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화면 가운데에서 위로 밀어 올리거나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를 클릭하십시오.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바탕 화면 타일을 누르거나
클릭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앱, 설정 및 파일을 찾으려면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검색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컴퓨터를 종료, 재시작 또는 절전 모드로 전환하려면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전원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작업 표시줄을 사용하려는 경우, 화면 아래 가장자리로 포인터를
가져간 다음 아래로 밀면 작업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도구 모음: 이 구성 요소는 화면 하단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특정 도구, 기능 및 설정의 바로 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탕 화면 영역: 화면에서 가장 큰 영역이며 프로그램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기호에 맞게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의 모양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사용 가능한 앱, 설정 및 파일을 검색합니다.

공유
다른 사람과 파일, 웹 링크 및 다른 항목을 공유합니다. 모든 기능은
Windows 스토어 앱에서만 지원합니다. Windows 스토어 앱을 열어
공유할 항목을 선택하고 참을 연 후, 공유를 누르거나 클릭하십시오.

시작

시작 화면

바탕 화면

참

시작 화면은 터치 화면에 단순한 형태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이지만

Windows 8.1 바탕 화면은 이전 버전 Windows의 바탕 화면과 외관 및

참을 사용하면 Windows 8.1을 통한 탐색, 검색 수행, 설정 액세스, 파일

마우스나 기타 포인팅 장치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의

기능 면에서 유사합니다. 바탕 화면에서 기존 Windows 프로그램을

공유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 바탕 화면 또는 기타 모든

각 타일은 앱, 웹 사이트, 재생 목록, 개인 또는 그외 모든 중요 항목에

실행하고 파일을 관리하며 제어판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서 참을 열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타일은 애니메이션 형태로 상태 업데이트 또는

Windows 7 및 이전 버전의 시작 메뉴에 있던 프로그램 및 설정 검색,

일기 예보 등의 최신 정보를 보여 줍니다.

탐색 등의 기능이 Windows 8.1에서는 참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시작 화면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앱으로 이동합니다.

장치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와 상호 작용합니다.

설정

정보는 이 문서의 뒷부분에 있는 “참”을 참고하십시오.

컴퓨터 설정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참을 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Windows 8.1 Support Center @ Lenovo
support.lenovo.com/windows8.1


참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Windows 업데이트의 종류 내에서 여러
버전이 있어 그림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가 표시된 기능은 Windows 8.1 이전의 일부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제공됩니다.
Windows 시작 화면 제어: 화면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습니다.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이 제어 아이콘을
누르거나 클릭하십시오.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 상단이나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터치: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밉니다.
키보드: Windows 로고 키 + C를 누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탕 화면 및 시작 화면 또는 앱 모두에서 지원되는
탐색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터치 제스처 및 마우스 제어

확대

Windows 8.1은 터치 동작 및 마우스 컨트롤 사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음은 터치 화면 또는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기본
동작입니다.
참고:



터치 동작은 터치 화면 컴퓨터에서만 지원됩니다.
별표(*)로 표시된 터치 제스처 및 마우스 제어는 Windows 8.1
이전의 일부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앱 전환

타일 사용자 지정 또는 앱 옵션 표시

터치
두 손가락 사이를 넓게 벌립니다.

터치
왼쪽 가장자리에서부터 밉니다.

마우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의 왼쪽 위로
이동한 다음 클릭합니다. 열려
있는 모든 앱을 순서대로
나타내려면 계속해서 클릭합니다.

여러 앱 나란히 표시하기

터치
시작 화면 또는 앱의 상단이나
하단 가장자리에서부터 밉니다.

터치
화면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구분선이 나타날 때까지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로 밉니다. 그런
다음, 시작 또는 앱 화면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다음 앱을
누릅니다.

마우스
화면 또는 타일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1. 화면의 위쪽 가장자리에서
포인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구분선이
나타나면 버튼을 놓습니다.
2. 시작 또는 앱 화면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다음 앱을
클릭하십시오.

항목 회전
앱 열기 또는 앱에서 선택하기

참고: 일부 앱에서는 회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터치
누릅니다.
마우스
클릭합니다.

최근 사용한 앱 보기

터치
둘 이상의 손가락을 항목 위에
올려 놓고 손가락을 회전합니다.

터치
왼쪽 가장자리에서 밀었다가
당깁니다.

마우스
앱이 회전을 지원하면 회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로 이동한 다음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로
이동합니다.

참 표시
개체 이동

터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부터 밉니다.

터치
항목을 원하는 위치로 끕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 상단이나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항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끕니다.

항목 간 스크롤
터치
밉니다.

축소
터치
두 손가락을 가까이 오므립니다.
마우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스크롤합니다.

마우스
 마우스 휠을 사용합니다.
 포인터를 움직여 스크롤 바를
표시한 다음 스크롤 바를
사용합니다.

모든 앱 보기

앱 닫기
터치
화면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맨
아래쪽으로 밉니다.
마우스

화면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포인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맨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놓습니다.


터치
시작 화면 가운데에서 위로
밉니다.
마우스
시작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포인터를 화면의 위로
가져간 다음 제목 표시줄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Windows 8.1 추가 팁
Windows 8.1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시작 화면 또는 앱 화면에서 도움말과 팁 앱을 엽니다.
Lenovo Windows 8.1 지원 센터를 방문하려면
http://support.lenovo.com/windows8.1로 이동하십시오.
Windows 도움말 및 지원 정보 시스템을 열려면 앱 화면에서 도움말
및 지원을 클릭하십시오.

법적 주의사항
Lenovo, For Those Who Do. 및 Lenovo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Lenovo의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 및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 그룹의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입니다.

제2판(2014년 7월)
PN: SP40F12262
Printed in China

© Copyright Lenovo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