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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티브 싱크를 설치하였지만 파트너십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조나다의 하드웨어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설명서 제9장 문제해결의 크레이들 연결 문제(P.140)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관련 도움말: 동기화 및 액티브 싱크- 6. 데스크탑과 연결이 안됩니다. 

 
 
2. 데스크탑PC에 액티브 싱크가 있어야만 동기화가 가능한가요? 

액티브 싱크 프로그램은 데스크탑PC와 각종 이동형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데스크탑PC
와 조나다를 동기화 하는 경우엔 반드시 액티브 싱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연결 된 뒤 월드와이드웹이나 FTP를 통하여 데스크탑PC에 있는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은 동기화
가 아니므로 액티브 싱크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관련 도움말: 동기화 및 액티브 싱크 9. 옮긴 데이터를 조나다에서 실행했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3. 직장과 집, 그 외 고정되지 않은 곳의 데스크탑PC와 조나다를 동기화하고 싶습니다. 

두 대 이상의 데스크탑과 연결이 될 경우 연결된 데스크탑PC 컴퓨터의 액티브 싱크에서 파트너십 설정을 해주
면 가능합니다. 
액티브 싱크에서 최초 파트너십을 생성할 때, I want to synchronize with two computer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4. 시리즈가 다른 조나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대의 PDA를 데스크탑PC와 동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액티브 싱크를 통해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WindowsCE 이외의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PDA(EPOC 또는 Palm)들도 사용하는 경우에, 데스크탑PC
의 MS 아웃룩과 동기화를 원한다면 별도의 써드파티 동기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움말: 동기화 및 액티브 싱크 13. 아웃룩 2000이 아닌 PIMS와는 동기화 할 수 없나요? 

 
 
5. 데스크탑PC가 MAC입니다. MAC에서도 조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MAC에서 조나다와 동기화를 가능케 하는 PocketMAC 이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cketmac.net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6. 데스크탑과 조나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a. 우선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①. USB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까? 
②. 데스크탑PC의 Windows 장치관리자에서 조나다를 정상적인 하드웨어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를 확인하려면 데스크탑PC에서 내컴퓨터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속성(또는 등록정보) 
→ 하드웨어 → 장치 관리자 항목으로 간 뒤, USB 루트 허브와 HP USB Sync 1611 의 내용을 보시
면 됩니다.) 

 

 

 
 

 
b. 데스크탑PC의 Windows 장치관리자에서 조나다를 정상적인 하드웨어로 인식하고 있다면, 조나다를 크레이

들에서 분리 → 조나다를 리셋 → 조나다를 다시 크레이들에 연결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c. 만약 데스크탑PC의 Windows 장치관리자에서 조나다를 정상적인 하드웨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동기화 및 액티브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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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십시오. 
①. 액티브 싱크를 실행합니다. 
②. 액티브 싱크의 상단 메뉴에서 Fi le → Connection Settings… 를 클릭합니다. 나타난 내용이 

 
와 같이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USB 접속 단자를 데스크탑PC에서 제거합니다. 
④. 조나다를 재시동(리셋) 합니다. 
⑤. 조나다와 USB 케이블(혹은 크래들)과 연결한 상태로 다시 데스크탑PC에 연결합니다. 
⑥. ActiveSync의 file 메뉴에서 Get Connected를 선택해서 자동 연결 과정을 실행합니다. 

 
 

7. 파트너십을 삭제하는 방법 
조나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스크탑PC의 액티브 싱크를 실행합니다. 
상단 메뉴 중 Fi le을 누르고, Delete Partnership을 실행합니다. 
파트너십이 여러 개인 경우, Mobile Devices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을 먼저 선택한 다음 삭제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8. 백업 프로그램 사용법 
a. 데스크탑PC에서 백업하기 

①. 조나다를 데스크탑PC에 연결합니다. 
②. 액티브 싱크를 실행합니다. 
③. 액티브 싱크 상단 메뉴에서 T ools → Backup/Restore… 를 클릭합니다. 

 
④. Backup은 두종류입니다. PDA 전체를 backup하는 Full backup과, 마지막으로 backup한 이후 변경

된 정보만 backup하는 Incremental backup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 Back Up Now를 
클릭하십시오. 

⑤. 백업된 파일은 프로필 폴더에 ‘Backup.stg’라는 이름으로 보관됩니다. 
⑥. Automatically back up each time the device connects. 를 체크 하시면, 매번 연결될 때마다 기존의 

백업 내용에서 바뀐 부분들만 자동으로 백업을 합니다. 
b. 조나다 560에서 백업하기 

①. Start ?  Program ?  hp Applications  에서 hp backup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Backup한 이후, 변경된 내용들만 Backup함. 

PDA 전체를 Backup. Restore시 Backup할 당시와 똑같이 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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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은 역시 두종류입니다. PDA 전체를 backup하거나 주소록/일정/작업, 받은편지함의 데이터들
만 backup할 수도 있습니다. PDA 전체를 backup하는 경우, 데스크탑PC의 액티브 싱크에서 Full 
Backup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Back Up Now 를 누르면, backup한 결과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②. Main memory 또는 hp safe store에 저장할 수 있으며, hp safe store는 배터리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만약 CF메모리 등의 외부 확장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Storage Card를 선택하면 그 곳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파일을 저장할 폴더 위치를 지정한 후 OK버튼을 누릅니다. 
백업 도중 조나다를 사용하거나, 전원을 끄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c. 백업된 파일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방법 

①. 데스크탑PC에서 백업을 한 경우 
조나다를 데스크탑PC과 연결합니다.(이때, 파트너십을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싱크의 상단 메뉴에서 T ools를 선택한 후 Backup/Restore를 선택합니다. 
Restore 탭으로 이동한 뒤 Restore Now  버튼을 누른 뒤 안내문이 나오면 Restore 버튼을 눌러 줍
니다. 

PDA에 설치 된 프로그램 및 설정, 데이터들을 backup

주소록/일정/작업, 편지함의 데이터들만 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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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나다에서 백업을 한 경우 
CF메모리에 백업을 했다면, 먼저 CF메모리카드를 조나다의 확장 슬롯에 삽입합니다. 
Start ?  Program ?  hp Applications  에서 hp backup을 실행합니다. 

 
 
Restore Now  를 누르면 복원이 시작되며, 마지막으로 백업했던 시점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9. 옮긴 데이터를 조나다에서 실행했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a. 해당 데이터 파일이 My Documents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PocketTV와 같은 일부 어플리케

이션에서는 My Documents 폴더에 위치한 파일만 인식하기도 합니다. 
 
b. 만약 My Documents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를 조나다에서 인식하지 못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조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형태의 
파일인지 확인합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표준 형태의 파일은 doc, rtf, xls, bmp, mp3, wmv 파일 등이 있습니다. 
 

c. 조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형태의 파일인데 못 읽는 경우라면, 액티브 싱크의 상단 메뉴에서 Tools 
?  Option 으로 간 다음 Rules 탭에서 Conversion Settings…  버튼을 누르세요. 

General 탭의 Convert files when synchronized, copied or moved(동기화, 파일 복사 및 이동시 변환)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요?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체크 표시를 해 주세요. 
 

d. 동기화, 파일 복사 및 이동시 변환이 되도록 설정 돼 있음에도 인식을 못한다면, Device to Desktop  또는 

Desktop to Device 탭에서, 현재 읽을 수가 없었던 파일 포맷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존재하는데 읽을 수가 없었다면, 액티브 싱크를 통해 자동적으로  파일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복사가 
이루어졌던게 아니라, CF메모리 카드 리더기 등을 통해 다이렉트로 복사된 파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액티브 싱크를 통해 파일을 복사(또는 동기화)하면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 만약 해당 파일이 Device to Desktop  또는 Desktop to Device탭에 없는 포맷이라면 별도의 써드파티 어
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인 파일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제작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데스크탑PC의 데이터를 조나다로 옮기는 방법? 

a. 액티브 싱크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 
①. 액티브 싱크의 도구 아이콘 중 Explor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조나다의 내부를 기존의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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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조 저장 매체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 

①. USB 리더나 노트북 PC의 PC 카드 슬롯에 저장 매체를 삽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삽입이 불가능 하며,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CF카드
의 경우 PC카드 슬롯에 삽입할 경우 PC 카드 어댑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데스크탑PC의 내컴퓨터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③. 새로운 이동형 드라이브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새로 나타난 이동형 드라이브를 열고 ‘My Documents’폴더를 만듭니다. 이미 있다면 다시 만들 필

요는 없으며, My Documents 폴더에 있는 파일들만 인식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⑤. 옮기고자 하는 파일을 데스크탑PC에서 파일을 복사하실 때 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합니다. 
⑥. 파일 저장이 끝난 저장 매체를 데스크탑PC에서 제거합니다.(PC 카드 슬롯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슬

롯의 사용을 먼저 중지해야 합니다.) 
⑦. 저장 매체를 조나다의 해당 슬롯에 삽입합니다. 

 
 

11. CF메모리 카드나 Flashrom 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는 없나요? 
조나다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됩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설정된 디렉토리에 설치할 것인지 묻는 것으로써, 여기서 아니오(N)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어디에 설치하겠냐고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CF메모리에 설치할 경우 Storage Card를 선택하면 되며, Flashrom 에 설치할 경우는 hp safe store를 선택해 
주면됩니다. 만약 Main Memory를 선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설정된 디렉토리에 설치되게 됩니다. 
 
 

12. 설치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a. .EXE  형태의 실행 파일로 배포되는 경우 

①. 액티브 싱크의 도구 아이콘 중 Explore 아이콘을 클릭하여 탐색창을 엽니다. 
②. My Device를 더블 클릭하여 루트 디렉토리를 엽니다. 
③. Program Files 디렉토리 안에 임의의 폴더를 만들고 실행파일을 복사해 넣습니다. 
④. 이후 조나다에서 탐색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실행하면 되며, 자주 사용할 경우 시작메뉴에 넣으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CAB 형태의 설치 파일로 배포되는 경우 

①. 조나다용 설치파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액티브 싱크의 도구 아이콘 중 Explore 아이콘을 클릭하여 탐색창을 엽니다. 
③. 나타나는 화면에 .CAB 파일을 복사해 넣습니다. 
④. 이후 조나다에서 탐색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프로그램이 설치

됩니다. 
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난 후에도 .CAB 파일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관련 도움말: 기본설정 및 사용법 12. 시작메뉴 바꾸기 
 

설치할 프로그램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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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웃룩 2000이 아닌 P IMS와는 동기화 할 수 없나요? 

Puma tech사에서 제작한 intellisync 같은 써드파티 동기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Lotus 등 다른 PIMS와도 
동기화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액티브 싱크는 필요합니다. 
 
관련 도움말: PIMS 2. 조나다와 동기화가 가능한 데스크탑용 PIMS S/W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14. 조나다용 랜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랜으로 동기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현재 데스크탑PC가 있는 곳에서 조나다를 동기화 할 수도 있고, 가정에 있는 데스크탑PC를 직장
에서 동기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랜카드를 통해 동기화 하는 경우, 이론상 최대 10M bits/s(1.25M BYTES/s)의 속도로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조
나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USB 크레이들의 경우 1.5~12M bits/s(1.5 M BYTES/s)의 속도로 동기화가 가능
하지만 실제적으론 랜카드가 USB보다 다섯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원격지에서 동기화하는 경우는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으며 고정IP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a. Start → Settings → Connections탭으로 간 다음 Network Adapters아이콘을 누릅니다. 
 
b. 조나다에 장착된 랜카드에서 지원하는 랜카드 드라이버를 선택한 다음 Properties버튼을 누르

면 세부 설정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NE2000 Compatible Ethernet Driver이며, 자신의 조나다에 장착된 
랜카드가 NE2000 호환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선택하여 세부 설정을 하여 주십시오. 

 
c. 네트워크 어댑터 속성으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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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싱크를 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직접 IP를 지정해 주어야합니다. 
IP address에 192.168.0.0~192.168.255.255 중 하나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예: 192.168.0.1, 
192.168.0.2…) 입력한 IP는 현재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와 중복돼선 안됩니다. 
Subnet mask에는 255.255.255.0 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Default gateway에는 네트워크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만약 조나다에 고정IP를 부여할 수 있다면 고정된 IP주소와 Subnet mask를 입력하면 됩니다. 
 

d. 모두 입력하였으면 Name Servers탭으로 이동합니다. 

 
서버에서 DHCP가 가능한 경우 DNS는 공란으로 비워 두면 돼며, DHCP가 불가능한 경우는 서버의 IP 
Address를 입력하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DHCP가 가능합니다) 
WINS에는 동기화할 데스크탑PC의 IP Address를 입력하여 주면 설정이 끝나며 설정이 끝난 후엔 반드시 
랜카드를 재장착하여 주십시오. 
 

e. 이제 조나다의 Start를 누른다음 ActiveSync의 Sync버튼을 누르면 데스크탑PC와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f. 만약 동기화가 안되는 경우엔 조나다에서 사용이 가능한 랜카드를 장착했는지, 랜케이블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입력한 IP 주소가 틀림이 없는지, 파트너십이 이미 생성된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DHCP를 
이용하는 경우 랜카드 및 케이블 연결 후 네트워크가 확립(DNS 자동 할당)되기까진 약간의 지연시간이 

서버에서 DHCP가 가능한 경우 공란, 불가능하면 서버의 IP 주소 

동기화할 데스크탑PC의 IP 주소 

네트워크 서버의 IP 주소 

192.168.0.0~192.168.255.255 중 임의로 지정(중복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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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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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설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a. Pocket PC 초기 설정 방법 

조나다 56X 포켓PC를 처음으로 박스를 개봉하여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켰을 경우나 하드리셋을 시켰을 경우, 반드시 다음의 순
서에 따라 초기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환영(welcome) 화면이 나오면 화면상의 아무 곳이나 가볍게 
눌러줍니다. 

 
 
 
 
 ※ 화면을 가볍게 눌렀다 떼는 것을 탭(tap)이라 합니다 
 

 

 

 

화면정렬(align screen) 

화면에 십자모양이 나타나면 십자모양 중앙부분을 따라가면서 
눌러줍니다. 

 
이는 터치 스크린 화면 좌표값과  프로그램이 설정해 놓은 좌표
값을 일치시켜 정확하게 펜이 화면에서 동작하도록 하기위함입
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십자가 중앙부분을 눌러주
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을 시 펜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Setting”의 “Stylus”에서 재설정
해 주어야 합니다. 

 
 
 
 
 
 
 
 

스타일러스(sty lus) 이용 안내 

스타일러스 이용법에 대한 안내화면이 나오면, 화면 우측하단에 
있는 Nex t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설정 및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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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pop-up) 메뉴 사용 안내  

입력했던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 팝업 메뉴 사용법을 익힙니다. 
우리는 9시~11시로 작성된 일정을 
11시부터로 변경할 것입니다. 
 
 Dr.Johnson’s office/Dental appointment  박
스를 스타일러스 펜으로 약2초간 지
긋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지면서 
작은메뉴가 팝업되어 나오는데, 메
뉴에서 빨간색의 Cut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11시 부분을 빨간색 화살
표가 가르키는데, 숫자 11 또는 그 
줄 위를 스타일러스 펜으로 약2초간 
지긋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작은 창이 팝업되어 나오는데, 메뉴 중 빨간색의 Paste를 선택하면 잘라냈던 약속이 새 위치로 붙여 넣어 지면서 
약속시간 변경이 완료 됩니다. 
 
 
 
※ 화면을 지긋이 누르고 있는 것을 Tap and hold라고 합니다. 
 
 
 
 
 
 
 
축하화면이 나오면, 우측하단의 Nex t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 
 
 
 
 
 
 
 

지역(location) 설정 
 
도시(City)에 서울을 선택해 주고, 
우측 하단에 있는 Next버튼 클릭합
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초기설정 화면
이 끝나는데, 화면상의 아무 곳이나 
탭하면 Today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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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글 입출력 프로그램 인스톨 하기 

먼저 데스크탑(또는 노트북)PC에 함께 제공된 MS Outlook과 MS ActiveSync 3.5를 설치합니다. MS 
Outlook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액티브 싱크를 설치한 후엔 액티브 싱크의 상단 메뉴에서 Tools 
→ Options  → Sync Options  탭에서 동기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싱크(ActiveSync)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조나다 560 시리즈의 유틸리티 CD를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CD 드라이브에 넣으면 디오펜 및 응용 프로그램 설치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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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개봉 후, 디오펜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우선 HP ROM Patch를 실행하여 조나다에 설치하여
야합니다. 
ROM Patch가 끝난 뒤엔 DioPen을 설치하며, 이 때 한글 또는 한글+한자 폰트를 설치하여야 정상적으로 
한글을 볼 수 있습니다. 
 

Tip. 디오펜을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들은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Storage Card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싱크 및 
액티브 싱크 11. CF 안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는 없나요? 항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나다에서의 한글 구현은 디오펜을 이용해서 이루어 집니다. 
번들로 제공된 CD에서 디오펜을 설치합니다. 
 
 

3. 디오펜을 설치한 뒤부터 디지털 시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한국HP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시계 패치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하십시오. 
또는 조나다의 Start → Settings  에서 System 탭으로 간 뒤, Regional Settings  에서 시간 표시 형식을 

AM/PM(오전/오후) 방식에서 24시간 표기형식(HH:mm:ss)으로 바꾼 뒤 지역설정을 한국으로 재변경 해 주셔도 
됩니다. 

 
 
4. 조나다에 폰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조나다의 Windows 폴더 안에 트루타입 폰트를 복사해 넣으시면, 워드나 엑셀에서 사용자의 구미에 맞는 폰트
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오펜 폰트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T oday의 그림 및 테마 바꾸기 
조나다의 Start→Settings의 Personal 탭에서 Today  아이콘을 누릅니다. 
 
use this picture as the background  에 체크표시를 해 준 다음 Browse 버튼을 눌러 이미지 파일
(jpg,gif 등)을 지정해 주면 Today의 배경그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바꿀 경우는 http://www.microsoft.com/mobile/pocketpc/downloads/themes.asp 에서 테마 파일을 내
려 받은 다음 조나다의 My documents 폴더 넣으면, Settings의 Today에서 해당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또는 조나다에서 직접 실행해도 됩니다) 

 
 
6. 알람소리 변경 

조나다의 Start→Settings의 Personal 탭에서 Sounds & Notifications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Notifications 탭으로 간 뒤 event를 Reminders로 변경하고 Alarm1으로 돼 있는 것을 원하는 알

람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Tip. 조나다 560에는 기본적으로 네가지 소리의 알람파일이 있으며, 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소리(.wav)파일을 
조나다의 windows 폴더 밑에 복사해 넣으면 직접 제작한 알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7. 조나다에 암호를 거는 방법 
조나다의 Start→Settings의 Personal 탭에서 Password  아이콘을 누르면 암호를 걸 수 있습니다. 
(설정해 놓으신 암호는 반드시 잊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Tip. HP조나다 560은 Microsoft Powertoy 중 하나인 Microsoft Password for Pocket PC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
다. 보다 강화된 보안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security 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조나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운드 설정을 확인하시고, 스피커가 Mute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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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나다의 사운드를 빠르게 Mute 시키는 방법 

조나다 화면 상단 메뉴의 스피커 아이콘을 눌러서 Off 시키거나, 주소록 버튼을 꾸욱 누르고 있으면 사운드 설
정 팝업창이 뜹니다. 
 

 
10. 스토리지와 프로그램 메모리 

스토리지 메모리 : 내장 메모리 가운데 각종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 각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요구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를 많이 할당할수
록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Tip. 스토리지 메모리는 데스크탑PC의 하드 디스크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파일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것이며, 프로그램 메모리는 데스크탑PC의 RAM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메모리가 매우 적게 설정
된 경우, 각종 작업 및 명령이 느려질 수 있으며 최소한 10M 정도로 설정해 주셔야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Settings의 System탭의 Memory 항목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또한 프로그램 메모리를 무조건 많
이 잡는다고 속도가 빨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스토리지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의 배분비율은 조나다가 자동적으로 조절하므로 굳이 설
정할 필요는 없으나, 조나다의 작업 및 명령 속도가 과도하게 느려지는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
니다. 여유 메모리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부
득이하게 프로그램 메모리의 비율은 줄어들고 스토리지 메모리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메
모리가 적어 작업 및 명령 속도가 느려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1. 하드웨어 버튼들의 설정을 바꿀 수는 없나요? 

조나다의 Start→Settings의 Personal 탭에서 Buttons  아이콘을 선택 한 뒤, 바꾸고자 하는 버튼을 선택한 후 
아래의 풀 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설정을 바꿉니다. 
초기의 설정을 돌리시려면, 화면 하단의 Restore Defaults를 누릅니다. 
설정이 끝나면, OK를 눌러 빠져 나옵니다. 
 
 

12. 시작 메뉴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나다의 Start→Settings의 Personal 탭에서 Menus 아이콘을 선택한 뒤, 원하는 것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
오. 
또는 데스크탑PC에서 Mobile Device를 탐색기로 연 뒤, 원하는 실행파일의 숏컷을 만든 다음 그 파일을 조나
다의 Windows\Start Menu 집어 넣으면 됩니다. 
 
 

13. 적외선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방법 
a. 항목을 직접 보내는 경우 

탐색기, 연락처, 일정 프로그램에서 보내고자 하는 항목을 Tap&Hold(지긋이 누름)합니다. 
팝업메뉴에서 Beam …(file, contact, etc) 을 선택합니다. 
전송이 끝나면 Close를 누릅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b. 항목을 받는 경우 
전원이 켜진 상태라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적외선으로 정보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적외선으로 정보를 보내면, 해당 정보를 받을 것인지 허락을 묻는 메시지가 뜨며 Yes를 
선택하면 수신이 완료됩니다. 

 
Tip. Program→Infrared Receive를 선택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우선 상대방의 기기와 적외선으로 연결한 뒤 정
보 수신이 이루어지며 이는 무분별한 정보 수신을 막기위한 선택을 하였을 경우 이용하게됩니다. 
Start→Settings의 Connections 탭에서 Beam 아이콘을 누르면 Receive all incoming beams and select 

discoverable mode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설정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 수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14.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종료하는 방법 
현재 프로그램의 오른쪽 최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이 없는 경우는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띄우고 CTRL+Q를 입력합니다. 
Hp task switcher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프로그램들을 닫을 수 있습니다. Today 화면의 오른쪽 아래
에 있는 Trayicon 중 hp task switcher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 중인지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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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Window 메뉴를 클릭하여 빠르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Start ?  Settings 의 System 탭에서 Memory  아이콘을 누른다음, Running Programs 탭으로 이동해서 종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Stop을 눌러도 됩니다. 

 
 
15. 일정이나 작업, 주소록, 워드 등에서 제가 입력했던 정보를 빨리 찾아야되는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Start→Find 로 갑니다. 
검색어 및 검색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며, 검색어로 지정된 것은 제목 뿐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내용들까지 검색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16. Text 문서를 읽어 들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조나다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포켓 워드는 Text 문서의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큰 용량의 문서를 불
러들일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써드파티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전용 Text 리더 프로그
램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텍스트 문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17. 전자책 사용법 
전자책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조나다의 My Documents 폴더 안에 넣으시면 전자책 
프로그램의 Libra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음성녹음의 용도로 조나다를 사려는데, 몇 분 동안 녹음이 가능합니까? 
녹음 추출 비율(sampling rate)에 따라 다릅니다. 조나다는 가장 낮은 음질인 GSM 6.10 포맷의 8,000Hz, 
Mono(2KB/s)부터 가장 높은 음질인 PCM 포맷의 44,100Hz, 16Bit, Stereo(172KB/s)까지, 다양한 녹음 형태를 
지원합니다. 
즉, 최저 품질인 경우 9분에 1M 정도, 최고 품질인 경우 1분에 10M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며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19. 조나다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은 어떻게 만드나요? 
Windows media Player 8.0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감상할 경우, 데스크탑PC의 Windows media Encoder를 이용
하여 조나다용 동영상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edia Encoder로 제작된 WMV 등의 파일은 휴대형 기기로 옮겨서 바로 재생이 가능하며, Pocket TV
라는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MPEG1 포맷의 동영상도 조나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 조나다에서 mp3 음악을 듣는 방법은? 

a. 조나다의 Windows media Player 8.0을 실행합니다. 
 
b. 하단 메뉴의 Select를 누르면 재생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c. 다시 하단의 ?  버튼을 누르면 Windows media Player에서 재생이 가능한 파일들이 표시되며, 재생을 원

하는 파일에 체크표시를 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d. 재생할 목록에서 빠져 나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21. 조나다에 저장한 mp3 등의 파일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저장된 파일이 My Documents  폴더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다른 폴더에 있다면 My Documents 폴더로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22. 동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조나다 560에 내장된 Windows media Player 8.0을 이용하거나, Pocket TV를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
아서 설치합니다. - MPEG 파일 플레이 가능 ( http://www.mpegtv.com/wince/pocket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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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악을 듣는 동안 화면을 끄고 싶습니다. 
a. 조나다의 Windows media Player 8.0을 실행합니다. 
 
b. 하단 메뉴의 Tools ?  Settings ?  Buttons  로 갑니다. 
 
c. Select Fuction의 드랍다운 메뉴를 눌러 Screen Toggle을 선택하면 Press Hardware Button으로 넘어갑니

다. 
 

d. 여기서 화면을 끌 때 사용할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e. Button Mapping에 눌렀던 버튼이 표시 되었습니까? 표시 되었으면 해당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 보세요. 
화면이 꺼질 것입니다. 
이후 Windows media 실행 중, 해당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게 되며 다른 버튼들도 맵핑할 경우 화면
이 꺼진 상태에서도 버튼만으로 Windows media Player 조작이 가능합니다. 

 
 
24.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하는 방법 

먼저 좌측에 있는 보조배터리 잠금장치를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잠금을 풀고 보조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 
메인배터리 릴리즈를 올려서 메인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약 5분 정도 후 메인 배터리와 백업 배터리를 장착
하면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 됩니다. 

 
 
25. 조나다의 사용시간 

완충시 최대 14시간 동안 작동 가능하며 이는 측광(백라이트) 오프시 최대 배터리 동작 시간입니다. 실제 동작
시간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6. 리셋을 하면 내부의 데이터들은 안전한가요? 

리셋을 하시더라도 내부의 데이터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리셋이란 데스크탑PC를 재시동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동작입니다. 
 

 
27. 조나다의 스타일러스 펜은 어디에 수납되나요? 

조나다의 후면 우측에 수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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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관리 데이터의 용량은 얼마가 한계인가요? 
일정관리 데이터엔 특별히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데스크탑PC에서 사용하는 MS아웃룩의 경우, FAT32를 
사용하는 OS(Windows 95, 98, Me)에서는 2G까지, NTFS를 사용하는 OS(Windows 2000, XP)에서는 용량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HP 조나다는 FAT32나 NTFS를 운영체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2. 조나다와 동기화가 가능한 데스크탑용 P IMS S/W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액티브 싱크는 기본적으로 MS Outlook과만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할 경우 다음과 같은 PIMS S/W들과도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Lotus Notes 4.5 / 4.6 / R5 
Lotus Organizer 97-GS / 4.1 / 5.0 / 6.0 
NetManage Ecco Pro 4.0 
Goldmine 3.0 / 4.0 
MS Schedule+ 7.5 / default 
Symantec ACT! 3.05 / 4.0 / 2000 
 
보다 자세한 사항은 Extend Systems나 Puma Tech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데스크탑 아웃룩에서 주소록 항목을 폴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기화 할 수 있나요? 
MicroSoft사의 pocketpc 홈페이지(http://pocketpc.com)에 있는 Outlook 2002 Add-in: Pocket Contact 
Synchronizer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Puma Tech사의 IntelliSync와 같은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일정관리에서 음력 지원이 가능합니까? 
Pocket Outlook에서 음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Anny와 같은 별도의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야 됩
니다. 

 

 

P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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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기기를 통해 통신하는 방법 
a. 인터넷 연결 만들기 

①. Start→Settings 에서 Connections  탭으로 갑니다. Connections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②. Connections 와 Dialing Locations  두가지 탭이 있습니다. 우선 Dialing Loacations  탭으로 갑니다. 

 
?? Loacation은 Work와 Home이 있습니다. Work에선 내선을 사용하는 전화기의 다이얼 설정을, 

Home에선 일반적인 전화기의 다이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하
시거나, 이름을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 Area code는 지역번호를 뜻합니다. 현재 계신 곳의 지역번호에서 0을 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
다.(예: 서울 2 경기도 31) 

?? Country code는 국가번호를 뜻합니다. 한국은 82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셨으면 Dialing Patterns…  박스를 눌러주세요. 

 
③.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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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local calls란 시내통화 시 전화를 거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9,G 를 일반전화인 경우는 G 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For long distance calls는 시외통화 시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내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9,0FG 를 일반전화인 경우는 0FG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핸드폰을 사용
하는 경우는 시외통화가 아니므로 시내통화와 마찬가지로 G 만 입력해도 됩니다. 

?? For international calls란 국제 전화시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 내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9,001,EFG 를 일반전화인 경우는 001,EFG로  변경합니다. 핸드폰의 경

우는 G 만 입력해도 됩니다. 
?? (001또는 002등 자주 사용하시는 국제전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 OK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Work나 Home 등 다중으로 설정된 경우, 곧 사용할 쪽으로 Location을 

변경한 뒤 OK를 한번 더 눌러 화면을 빠져 나옵니다. 
 
b. 연결 만들기 

①. 이번엔 Connections탭으로 갑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는 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세가지 중 제일 상단의 것을 진행하게되겠습니다. 연결 
설정을 새로하기 위해서 New … 를 선택합시다. 

 
②. General 탭에선 현재 설정하는 연결의 이름을 만듭니다. 임의로 입력하십시오. 

 
③. Modem 탭으로가서 모뎀 설정을 합니다. 작성된 모뎀 설정이 없으므로 New… 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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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연결시, 일반전화나 CF슬롯에 모뎀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핸드폰과 데이터 통

신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무선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는 Hayes Compatible on COM1:  을 선택하여 
주시고, 핸드폰과 적외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Generic IrDA modem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Baud rate: 은 115200을 선택합니다. 
?? 핸드폰의 경우, 사업자 및 서비스에 따라 Advanced  버튼를 눌러 세부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Advanced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 무선전화 사용자에 따라 Name Server 설정을 달리해야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011 016/018(KTF) 019 

DNS설정 없음 있음 있음 
DNS  168.126.63.1 164.124.101.2 

Alt DNS   203.248.252.2 
- 설정이 끝났으면 OK를 누른 뒤 Nex t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④. Country code와 Area code는 82와 2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Phone number는 인터넷 접속번호를 

입력하거나, 핸드폰의 경우엔 사업자에 따른 설정을 참조 하여 주십시오. Nex t를 눌러 줍니다. 

 011 016/018(KTF)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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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거는 번호 1501 016 019 
 

⑤. Extra dial-string modem commands 에는 사업자에 따른 설정을 입력해 줍니다. 

 
 
Extra dial-string modem commands 

 011 016/018(KTF) 019 

일반 at+crm=1 at+crm=1 at+crm=1 
011은 일부 지역 및 통신 규격에 따라, IS -95a(9.6kbps)는 at+crm=129, IS -95a1(14.4kbps)
은 at+crm=131, IS-95b(64kbps)는 at+arm=135, IS-95c(144kbps)는 at+crm=150을 사용 

 
Finish를 누르면 설정이 끝납니다. 

 
 
c. 모든 설정이 끝난 뒤, 인터넷에 연결할 때는 사업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

다. 

 011 016/018(KTF) 019 

Username speed011 없음 없음 
Password speed011 없음 없음 

 
 

2. SKY와 적외선으로 연결하여 인터넷 하기 
SK텔레텍사의 SKY IM -1000 이후 모델은 적외선 포트를 내장하고 있어, 특별히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조나다와 적외선으로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우선 SKY 핸드폰의 메뉴버튼을 누르고 #(적외선 통신기능), 1(핸드폰과 PC간의 정보교환)을 누른뒤 1(On)

을 눌러 적외선 포트 사용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핸드폰을 껐다 키거나 2(Off)를 누르기 전까진 적외선 
포트 사용대기 상태가 유지됩니다. 종료를 눌러 초기 화면으로 빠져 나옵니다. 

 
b. 두 기기의 적외선 포트를 서로 마주 보게 합니다. (거리는 약 3~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c. Start → Settings의 Connections 탭으로 간 다음, Connections icon을 눌러줍니다. 자신이 만든 연결설정

을 선택한 다음 Connect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만약 비활성화 된 상태라면 Modify 로 들어간 다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연결설정 이름을 탭앤홀드하면 Delete/Connect 라는 팝업 메뉴가 뜹니다. 

 
d. Username과 Password 모두 speed011을 입력한 다음 Connect 버튼을 누르세요.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

우엔 연결을 알리는 소리와 Connect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Hide status를 눌러 상태 창을 닫습니다. 
 

e. 연결을 끊을 때는 상단의 연결상태임을 알리는 아이콘을 눌러서 접속을 끊고, 핸드폰의 종료 버튼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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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핸드폰의 메뉴로 들어가 적외선 통신기능을 끝냅니다. 
 

f. 젠더를 이용해 데이터 통신 케이블로 연결 했을 경우는 Hayes Compatible on COM1: 으로 설정 (Generic 
IrDA modem 은 com3, Raw IR Port on COM4)하여야 합니다. 

 
 
3. 텔넷은 사용 가능합니까? S/W는 어떤 걸 사용하죠? 

비이인터랙티브사의 Pocket Telnet을 이용하면 한글 사용에 지장없이 텔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뉴스그룹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pocketpc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핸드폰과 연결이 가능하다면, 단문 메시지를 조나다에서 입력할 수도 있나요? 
무선 인터넷 모듈이 장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경우에는 해당 무선 통신사에서 단문 메시징 프로그
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6. 메일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메일은 액티브 싱크와 동기화하여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싱크와 동기화 하는 경우, 데스크탑PC에 있는 microsoft outlook의 받은 편지함의 메시지를 동기화여 
오프라인 상태에서 메일 확인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또 액티브 싱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나다
로 작성한 메일은, 액티브 싱크로 동기화할 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여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pop3 또는 imap4를 지원하는 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메일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메일 수신만 가능하고 메일 발송(smtp)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설정은 Inbox를 실행한 다음, 하단 메뉴에서 Services → New Service… 를 선택하면 시작되며, 기본설정 
5단계, 세부설정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화면 왼쪽 위에 E-mail Setup (x/x)로 표시되오니 설정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 1단계. Enter e-mai l  address: 자신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b. 2단계. 입력한 메일 주소를 근거로 해당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가능한 경우 메일 설정에 관한 정보를 자

동으로 읽어 옵니다. 대부분의 메일 서버가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c. 3단계.  

Your name: 받는 사람에게 표시될 이름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User name: 메일 ID를 입력합니다. (예: jornada560@hp.com의 경우 jornada560 입니다) 
Passwor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d. 4단계. Service Type을 눌러 사용하는 메일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메일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제공되는 
메일 프로토콜 타입이 각각 다르니, 확인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e. 5단계. 

Incoming mail: 메일 수신 서버를 입력합니다. 
Outgoing mail: 메일 발신 서버(SMTP 서버)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Domain: 은 Windows NT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Options 버튼을 누르면 세부설정이 진행되며, Finish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연결 설정이 복수인 경우(적외선, 모뎀 등 다수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메일 발송시 사용자 인
증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 머리말 뿐 아니라 메시지 전체를 받거나 최근 3일 이전에 받은 메시지도 받아
야 하는 경우에는 Options 버튼을 눌러 세부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서비스 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별 메일 설정 
SMTP 서버 설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SMTP 
메일발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ISP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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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팸메일 등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해당 ISP에게 장애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ISP에
서 자신들이 직접 제공하는 SMTP 이외의 SMTP는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선 ISP의 경우 
사업자들에 따라 그와 같은 제약이 없거나 미약하기도하나, 무선 데이터 통신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통신사가 
제공하는 SMTP 설정을 따르기 바랍니다. 
 
a. 무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경우 POP3 및 SMTP 설정 

 011 KTF(016/018) 019 

POP3 서버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에 따름 
SMTP 서버 nate.com mail.n016.com 210.124.165.3 

SMTP 서버는 반드시 위 표에 표시된 SMTP 서버 이름으로 등록하여 주십시오. 
 

b.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하이텔 코넷 나우누리 

POP3 서버 hitel.net kornet.net mail.nownuri.net 
mail.byulnow.com 

SMTP 서버 smtp.hitel.net kornet.net mail.nownuri.net 

 
 천리안 보라넷 보라홈넷 

POP3 서버 mail.chollian.net mail.chollian.net pop.borahome.net 
SMTP 서버 mail.chollian.net mail.chollian.net smtp.borahome.net 

 
 하나로 통신 두루넷 신비로 

POP3 서버 mail.hananet.net pop.korea.com mail.shinbiro.com 
SMTP 서버 mail.hananet.net smtp.korea.com mail.shinbiro.com 

 
 유니텔 에듀넷 넷츠고 

POP3 서버 pop3.unitel.co.kr pop.edunet4u.net netsgo.com 
SMTP 서버 smtp.unitel.co.kr mail.edunet4u.net netsgo.com 

POP3 서버는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면 되며,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
는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위 표에 표시된 POP3 서버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망 상황 및 
지역에 따라, c. 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S M T P는 차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c. 메일 서비스 제공자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오르지오 

POP3 서버 pop.dreamwiz.com pop.mail.yahoo.co.kr 개인에 따라 다름 
SMTP 서버 사용하는 ISP에 따름 smtp.mail.yahoo.co.kr 개인에 따라 다름 

 드림위즈는 imap을 지원합니다. imap을 사용할 경우 imap.dreamwiz.com을 입력하세요. 
 Yahoo!USA에서 제공되는 메일을 사용할 경우, pop.mail.yahoo.com, smtp.mail.yahoo.com을 입력하세요. 
 

 인티즌 팝스메일 

POP3 서버 mail.intizen.com mail.popsmail.com 
SMTP 서버 mail.intizen.com mail.popsmail.com 

 
 
 

7. 무선 인터넷을 위해서 필요한 액세서리는 무엇인가요? 
a. 핸드폰 사용시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핸드폰, 핸드폰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데이터 케이블, 조나다용 시리얼 싱크 케이
블, 핸드폰용 데이터 케이블과 조나다용 시리얼 싱크 케이블을 연결할 젠더 
또는 적외선 포트가 내장된 핸드폰 

b. 무선 모뎀 또는 무선 랜카드 
 
 
8. 아방고 사용법에 대해서 

아방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Sign up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 안내 메시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내려 받습니
다. 설치 및 설정과정은 모두 안내 메시지가 나오므로 안내 메시지 숙독 후 따라하시면 되오며, 설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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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된 후 로그인된 상태에서 추가하시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다음 동기화 때 해당 채널들이 조나다로 
자동 동기화 됩니다. 

 
 
9. 아이핸디고와 아방고의 차이점이 뭐죠? 

아방고는 오프라인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선발 기업이며 아이핸디고는 후발 업체이지만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우리에게 맞는 다양한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인터넷 게시판도 오프라인 브라우징이 가능합니까? 
PDA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 서비스의 경우 게시판 오프라인 브라우징이 가능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11. 액티브 싱크 상태에서 바로 인터넷이 가능하다는데,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액티브 싱크의 Tools→Options  의 Rules 탭에서 Connection 항목이 The Internet 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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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메인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있는지 확인해 보
십시오. 조나다 560은 메인배터리와 백업 배터리, 두 개의 배터리가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잠시 탈착 시켜도 데
이터는 안전합니다. 
 
 

2. CF메모리를 포맷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용 메모리 포맷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포맷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CF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셔서 이동형 저장장치로 인식시키신 후 포맷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조나다의 램 용량은 얼마입니까? 노트북처럼 증설이 가능한가요? 
HP 조나다 565는 SDRam32M 이며 568은 SDRam64M 입니다. 내장되어있는 기본메모리 증설은 가능하지 않지
만, CF슬롯을 통해 보조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면 메모리 증설이 가능합니다. 
 
 

4. 보조메모리에 웹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html 문서를 저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브라우저의 채널들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브
라우저 S/W에서 보조메모리에 웹페이지 저장 기능을 지원하면 가능하며, 지원않더라도 경우따라 써드파티 어
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동기화시 동기화 속도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5. CF메모리는 타입 몇을 씁니까? 마이크로 드라이브도 장착이 가능한지요? 
HP 조나다 560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CF 슬롯은 CF 타입I을 사용합니다. CF타입II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확장팩을 이용하시면 되오며, 확장팩 사용시 마이크로 드라이브도 사용 가능합니다. 
 
 

6. 배터리의 종류와 사용 시간이 궁금합니다. 
조나다의 배터리는 리튬폴리머 전지이며, 최대1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7. 백업 배터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CR2032 타입의 전지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신 뒤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8. 스타일러스 펜 터치가 맞지 않습니다. 
조나다의 하드웨어 버튼 중, Home 버튼을 지긋이 누르고 있으면  Turn Display Off / Align Screen 창이 뜹니다. 
Align Screen을 탭해서 화면정렬을 다시 하여 주십시오. Start→Settings에서 System 탭→Screen→Align Screen 

을 실행하여도 됩니다. 
 
 

9. 조나다의 최대 색상이 얼마입니까? 
조나다의 최대 색상은 65,536 컬러입니다. 
 
 

10. 액정은 뭘로 닦습니까? 
먼저 먼지를 제거한 다음 부드러운 천을 이용하여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입김을 불어서 닦으시 
되, 알코올이나 세정제의 사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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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보드에서 한영 전환은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서 제작된 키보드가 아니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Shift+Space 를 누르면 됩니다. 
 
 

2. GPS나 T V  수신이 가능합니까?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면 GPS 사용이 가능합니다. 
TV카드의 경우, 조나다용으로 제작된 제품이 없어 현재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조나다에서 사용이 가능한 랜카드는 어떤게 있습니까? 
CF Type I의 NE2000 호환 랜카드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드라이버를 인스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CMCIA(PC Card) Type의 경우 NE2000 호환이며 Windows CE용 드라이버가 있는 랜카드는 모두 사용이 가능
합니다.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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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이나 만화 보기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로 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bmp, ttf, gif, jpg 등)이라면 가능합니다. 
 
 

2. rm 파일이나 mid i  파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Real media 파일의 경우 리얼 네트워크사 홈페이지에서 Mobile Real One Player를 설치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
다. 
midi 파일의 경우, 별도의 MIDI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거나 소프트웨어 MIDI 재생기를 이용하여야하며, 이 중 소
프트웨어 MIDI 재생기는 아직 제작한 회사가 없습니다. 
 
 

3. chm 파일을 읽을 수 있나요? 
chm 파일 자체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데스크탑PC에서 chm 파일의 압축을 풀어 html로 변환한 다음, 조나다
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탑PC에서 chm 파일의 압축을 풀려면 microsoft helpworkshop 등의 
Windows Help file 제작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4. pdf 파일도 볼 수 있나요? 
Adobe사에서 제작된 Acrobat Reader for pocketpc를 이용하거나 Primer PDF Viewer와 같은 써드파티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면됩니다. 다만 한글 문서는 아직 보실 수가 없습니다. 
 
 

5. 조나다용 성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글 및 영문본 등이 있으며 pocketpc 다운로드 사
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6. f lash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Macromedia사의 Flash player for PocketPC 를 이용하면 됩니다. 
 
 

7. DOS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PocketDos와 같은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DOS 환경을 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
문에 다소의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일본어나 중국어를 읽거나 쓰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본어의 경우 JWPCE와 같은 별도의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되며, 타임스페이스 시스템에서 현재 
pocketpc 2002용 일/중/한국어 입출력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JWPCE의 경우 Ascii, JWP, EUC, Shift-JIS, New JIS, Olf JIS, NEC JIS, Unicode, UTF-7/8, JFC 포맷의 일본어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조나다용 프로그램들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http://pocketpc.com, http://www.handango.com, http://www.pocketgear.com, http://download.cnet.com, 
http://pocketpie.com 등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10. 조나다의 외국어사전으로서의 기능은 어느정도입니까? 사전 대용으로 조나다를 쓸 수 있을까요? 
조나다560 시리즈와 함께 제공되는 번들 시디에 eDict 1.2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한사전은 표제어, 복합어, 파
생어를 합쳐 약 77,000단어, 한영사전은 47,000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영한/한영사전에 대한 다양한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며, 영영사전의 경우 Oxford, Webster, 
CollinsCobuild Dictionary와 같은 유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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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64, 565, 567, 568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HP 조나다 564 및 567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번들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는 모델이며 한국 지역에서는 판
매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모델은 HP 조나다 565 및 568이며 HP 조나다 565는 기본 32M 의 
메모리를, HP 조나다 568은 기본 64M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Jornada 564 HP Jornada 565 HP Jornada 567 HP Jornada 568 
Part Number F2899A F1865A F2921A F2915A 
SDRAM 32M 32M 64M 64M 
Flash Rom 32M 32M 32M 32M 

 
 

2. 외국에서 구입한 경우와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 차이점이 있나요? 
외국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A/S 및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경우 번들 소프트웨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외국어 버전(일본어, 독일어)의 조나다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버전의 조나다에선 한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4. 조나다의 윈도우 CE는 한글 운영체제인가요? 
영문 운영체제에 한글 입출력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경우에는 한글 입출력 프로그램이 번들로 제공되며,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신 경우에
는 따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5. 540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HP조나다 540 시리즈와 560 시리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540 시리즈에서 PocketPC 
2002로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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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cketPC 2002용 테마 제작법 
PocketPC2002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HP 조나다560시리즈는,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손쉽게 화면 구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Today 화면의 배경 그림을 바꾸거나, 이미 완성돼 있는 화면 구성 파일을 이용하여 데스크탑
PC처럼 화면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지요. 이미 완성돼 있는 화면 구성을 테마라 하며 테마파일은 MS 
PocketPC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테마는 테마 변환기를 통해 사용가 직접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테마 변환기를 통해 테마를 제
작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 봅시다. 

 
a. 테마 변환기를 설치한 다음 SkinApp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테마를 새로 만드는 경우는 Create a new theme를, 이미 완성돼 있는 테마를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Open an existing theme를, PocketPC.com에 있는 테마들을 보고자 할 때는 Find themes on 
PocketPC.com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화면 오른쪽의 PocketPC 화면은 화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 주며 Start, 안내 메시지, 시간을 탭
(tap)하면 어떻게 화면이 변하는지 보여주므로, 테마를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테마를 편집하는 것은, 새 테마를 제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Create a new theme를 선
택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b. Create a new theme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록 

새 테마 만들기

테마 파일 열기

Pocketpc.com에서 테마 찾아보기

클릭하면 이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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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한국관광공사의 2001년 한국 홍보 포스터> 

 
Select a Today screen image의 Browse버튼을 누르면 탐색창이 뜨며, Today 화면의 배경으로 지정할 그
림을 선택하여 주면됩니다. 배경그림의 크기는 240x286이 적당하며 이보다 클 때 240x286 이외의 영역은 
잘라내지고(Crop), 240x286보다 작을 때는 늘리기(Stretch)로 화면을 채울 수 있습니다. Transparency는 
투명도를 말하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배경 그림이 불투명해집니다. 

 
c. Next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Start를 눌렀을 때 펼쳐지는 Start Menu의 배경 그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지정
한 그림을 사용(Use the Today image from the previous screen)을 선택하거나, 다른 그림을 사용(Use a 
different image)을 선택하여 원하는 그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그림을 지정하는 경우 

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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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x286 정도가 적당하며 붉은 점선 이후 부분은 잘릴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d. Next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Today 화면의 글자색, 제일 윗줄 안내바의 색상 등 문자 표시 및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 Next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Name and save your theme에 저장할 이름을 입력하고, 제작한 테마를 바로 조나다로 보내고 싶은 경우는 
Send theme to device when finished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Finish버튼을 누르면 데스크탑PC에 
테마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변환과정이 진행된 후 끝난 후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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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 만약 직접 제작한 테마가 조나다에서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 해당 테마파일의 크기를 확인하고, 
파일 크기가 정상인 경우는 다른 테마를 선택한 다음 리셋 후 다시 지정하여 보십시오. 

 
g. 테마 관련 사이트들의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icrosoft.com/mobile/pocketpc/club/links.asp#themes 
 
 

2. 동영상 제작법 
HP 조나다560시리즈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은 wmv, mpg, ra 등이 있으며, wmv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Windows Media Player for pocketpc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각종 동영상 파일들을 wmv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Windows Media Encoder로 변환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은 asf, avi, bmp, mpg, wmv이며, 변환 가능한 음악 파
일은 mp3, wav, wma입니다. (※주의: 확장자가 avi더라도 Divx등으로 압축된 파일은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a. Windows Media Encoder는 Microsoft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실행을 시키면 다음

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새 세션 마법사를 사용하여 파일 브로드캐스트, 캡처, 변환하기(W)를 선택합니다. 

 
b. 변환하고자 하는 미디어가 파일로 존재하면 오디오/비디오 파일을 Windows Media 파일로 변환(O)를 선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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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 지정과, 변환이 끝난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d. 파일이 웹 서버에서 스트림되거나 컴퓨터에서 직접 재생됩니다.(W)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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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용할 프로필 선택의 드랍다운 메뉴를 눌러 Video for color PDA devices 를 선택합니다. 150Kbps는 저화
질, 225 Kbps는 고화질로 변환되나, 고화질의 경우 재생시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N)버튼을 누르면 되고, 마침버튼을 누르면 인코딩이 시작되며 
인코딩이 완료되면 합니다. 

 
f. 인코딩이 끝나면 생성된 wmv 파일을 조나다로 옮긴다음, 조나다의 Windows media Player 8으로 감상하면 

됩니다. 만약 동영상이 화면은 안나오고 소리만 나오는 경우, Tools → Settings → Audio & Video로 가서 
Play Unsupported Files의 Audio와 Video를 Yes로 변경하십시오. 

 
 

3. PocketPC 관련 사이트 URL 
 
a. 커뮤니티/리뷰/정보/쇼핑몰 

KPDA  http://www.kpda.com/ 
My PDA 클럽 http://www.mypdaclub.com/ 
Next PDA  http://www.newpda.co.kr/ 
PDA 서클  http://www.pdacircle.com/ 
PDA 뱅크  http://www.pdabank.co.kr/ 
 

b. 커뮤니티/리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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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벤치  http://www.pdabench.com/ 
파이 플러스 http://www.pieplus.com/ 
ZDnet  http://www.zdnet.co.kr/microsite/wireless/ 
노트쇼  http://www.noteshow.co.kr/ 
TodaysPPC http://www.todaysppc.com/ 
미스 PDA  http://www.misspda.com/ 
천리안 PDA동호회 http://community.chollian.net/pda/ 
하이텔 PDA동호회 http://forum.hitel.net/pda/ 
PocketPC Passion http://www.pocketpcpassion.com/ 
Soft4CE  http://www.soft4ce.net/  
CE Windows http://www.cewindows.net/  
PocketPC 매거진 http://www.pocketpcmag.com/ 
Pocket Gamer http://www.pocketgamer.org/ 
WindowsCE Fan http://www.wince.ne.jp/ 
 

c. 쇼핑몰 
PDA Sales http://www.pdasales.co.kr/ 
All PDA  http://www.allpda.co.kr/ 
PDA2Buy  http://www.pda2buy.com/ 
PDA Mall  http://www.pdamall.co.kr/ 
PDA Mart  http://www.pdamart.co.kr/ 
엘 마트  http://www.lmart.co.kr/ 
한단고  http://handango.co.kr/ 
 

d. 다운로드 
포켓 파이  http://pocketpie.com/ 
핸드앤고  http://www.handango.com/ 
Pocket Gear http://www.pocketgear.com/ 
PocketPC City  http://www.pocketpccity.com/ 
 

e. 컨텐츠 
네이트  http://nate.com/ 
라이코스  http://pda.lycos.co.kr/ 
다음  http://mobile.daum.net/  
아이핸디고 http://www.ihandygo.com/ 
포켓 미디어 http://www.pocketmedia.co.kr/ 
 

f. 주변기기 써드파티 
비이인터랙티브 http://www.beinteractive.co.kr 
퓨전텍  http://www.fusion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