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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 iPAQ 등록

Hewlett-Packard 에 HP iPAQ 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서비스 액세스, HP 제품 활용

● 프로필 관리

● 무료 지원 알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인용 뉴스레터 가입

HP iPAQ 에 등록하면 특별 제안 및 행사에 관한 전자 우편 메시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P iPAQ
에 등록하거나, 등록 후 우편물 배송지 또는 전자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면
http://www.register.hp.com 을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프로필을 편집하려면 사용자 ID 와 등록 암호를 입
력해야 합니다.

주: 모든 국가/지역에서 등록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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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 내용물

이 그림은 HP iPAQ 상자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나타냅니다.

주: 상자 내용물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HP iPAQ 600 Series Business Navigator

(2) 스타일러스

(3) 1590mAh 리튬 폴리머 이동식/충전식 배터리

(4) 추가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Getting Started CD

(5) HP iPAQ 설명서

(6) 유선 스테레오 헤드셋

주: 개인 스테레오 장치를 오랜 기간 동안 최  볼륨으로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 나
빠지는 위험을 줄이려면 개인 스테레오 장치를 최  볼륨으로 듣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HP iPAQ
과 함께 제공되는 Merry 사의 헤드셋(부품 번호 455673-001)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AC 어댑터

(8) 미니 USB 충전/동기화 케이블

(9) 화면 보호 필름

2 2 장   상자 내용물



3 구성 요소

HP iPAQ 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알아 봅니다.

주: 국가/지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능이 다릅니다.

앞면 패널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기능

(1)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화면의 내용을 보는 데 사용합니다. 항목을 선택하거나, 메뉴를 탐색하
거나, 기능 설정을 변경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스타일러스를 사용합니
다.

(2) 오른쪽 소프트 키 오늘 화면에서 HP Shortcuts 를 실행하려면 누릅니다.

(3) 종료 키 통화를 종료하려면 누릅니다.

(4) 백스페이스/지우기 키 한 번에 한 글자씩 지울 때 누릅니다.

(5) 입력 키 응용프로그램을 열거나 메시지 입력 중 줄을 바꿀 때 누릅니다.

(6) Wi-Fi 안테나 Wi-Fi 핫스폿을 감지합니다.

주: 이 구성 요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7) 전원 키 기 모드로 전환하려면 누릅니다. HP iPAQ 을 켜거나 끄려면 길게 누
릅니다.

(8) 스마트터치 탐색 휠 화면의 항목을 탐색하고 스크롤하는 데 사용합니다.

앞면 패널 구성 요소 3



구성 요소 기능

(9) 키보드 키보드에 있는 키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메
뉴를 탐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10) 가로/세로 키 가로 보기와 세로 보기 간을 전환하려면 누릅니다.

(11) Bluetooth 안테나 Bluetooth 신호를 감지하고 방출합니다.

주: 이 구성 요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12) 확인 키 선택 항목을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13) Windows 키 시작 메뉴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14) 응답/전송 키 호출에 응답하거나 화면 키패드를 보려면 누릅니다.

(15) 왼쪽 소프트 키 오늘 화면에서 메시지를 실행하려면 누릅니다.

(16) LED ● 황색 켜짐 – 충전 중

● 황색 깜박임 – 하나 이상의 알림이 수신됨

● 녹색 켜짐 – 완전히 충전됨

● 빨간색 깜박임 – 배터리 부족 경고

● 녹색 깜박임 – GPRS/GSM/EDGE/WCDMA/3G 범위 내에 있음

● 파란색 깜박임 – Wi-Fi 또는 Bluetooth 켜짐

● 파란색 꺼짐 – Wi-Fi 및 Bluetooth 꺼짐

윗면/아랫면 패널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기능

(1) 음소거 키 HP iPAQ 을 무음 모드로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2) 충전/통신 포트 미니 USB 충전/동기화 케이블(Windows Vista 의 경우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재설정 HP iPAQ 을 소프트 재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경고! HP iPAQ 을 끄지 않고 재설정하면 HP iPAQ 에 있는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소프트 재설정 중 손실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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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우측면 패널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기능

(1) 확인 키 선택 항목을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2) 3 방향 엄지휠 화면에 있는 항목을 탐색 및 스크롤하고 선택 항목을 확인하는 데 사용
합니다. 통화 중 볼륨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려면 휠을 올리거나 내립니
다.

(3) 음성 명령 키 음성 명령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누릅니다.

(4) 카메라 키 카메라를 사용하고 사진을 캡처하려면 누릅니다.

주: 일부 모델에는 카메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외부 GPS 안테나 연결단자 외부 GPS 안테나에 연결하려면 사용합니다.

좌측면/우측면 패널 구성 요소 5



뒷면 패널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기능

(1) 기본 안테나 전화 신호를 감지합니다.

주: 이 구성 요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2) 뒷면 스피커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거나 스피커폰으로 사용합니다.

(3) 셀프 사진용 거울 혼자서 사진을 찍는 경우 거울 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가운데로 맞
춥니다.

(4) 카메라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물체를 카메라 렌즈에 맞추고 촬영하기 전에
HP iPAQ 화면에서 물체를 확인합니다.

주: 일부 모델에는 카메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스타일러스 화면에서 요소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스타일러스를 꺼내려면 아래로 밀어 내립니다.

스타일러스를 넣으려면 위로 밀어 올립니다.

(6) 덮개 래치 배터리 덮개의 덮개 래치를 누르고 덮개를 아래로 밀어 내려 HP iPAQ
에서 분리합니다.

(7) 배터리 덮개 배터리, SIM 카드 또는 SD 카드를 빼낼 경우 분리해야 합니다.

(8) 플래시 라이트 희미한 조명에서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켭니다.

(9) GPS 안테나 GPS 신호를 감지합니다.

주: 이 구성 요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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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P iPAQ 설정

1 단계: 배터리 덮개 분리 및 SIM 카드 삽입
배터리 덮개를 분리하고 SIM 카드를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배터리 덮개의 덮개 래치를 누르고 덮개를 아래로 밀어 내려 HP iPAQ 에서 분리합니다.

2. SIM 카드 슬롯 덮개를 민 다음 들어 올려서 엽니다.

1 단계: 배터리 덮개 분리 및 SIM 카드 삽입 7



3. SIM 카드를 SIM 카드 슬롯에 넣습니다.

주: 금속 접촉 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홈이 있는 모서리 부분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
인합니다.

4.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SIM 카드 슬롯 덮개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2 단계: 배터리 삽입 및 배터리 덮개 닫기

!

배터리를 삽입하고 배터리 덮개를 닫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배터리의 연결단자를 배터리 함의 하우징 핀에 맞추고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2. 배터리 덮개를 아래쪽으로 놓고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밀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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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주의: HP iPAQ 이나 AC 어댑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연결하기 전에 모든 연결단자를 제 로
맞춰야 합니다.

배터리는 HP iPAQ 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HP iPAQ 과 함께 제공되는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
을 사용하여 장치를 충전합니다.

배터리를 처음으로 충전할 경우 완전히 충전하는 데 2-4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첫 충전 후에는 더 오
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의 USB 연결단자를 AC 어댑터의 포트에 끼웁니다.

2. AC 어댑터를 전기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3.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HP iPAQ 의 충전/통신 포트에 연결합니다. 케이블 연결단자는 한 쪽
방향으로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단자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끼워 보십시오.

힌트: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함으로써 배
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iPAQ 에서 USB 충전을 활성화하려면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전
원 > USB 충전을 누릅니다. 전원 화면에서 USB 충전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주: HP iPAQ 에 교체 배터리를 삽입할 때 항상 전원 키를 2 초 이상 누릅니다. 장치가 켜지지 않
는 경우에는 AC 어댑터를 연결하여 HP iPAQ 을 켜십시오.

4 단계: HP iPAQ 켜기
전원 키를 몇 초 동안 눌러 HP iPAQ 을 켭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설정을 완료
합니다. 화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 HP iPAQ 은 처음 부팅 시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키패드가 활성화되지 않
습니다.

일련 번호와 모델 번호 찾기
지원에 해 문의할 경우 특히 보증 기간 중이라면 HP 고객 지원 센터로 연락하기 전에 일련 번호와
모델 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시작 > 프로그램 > HP Help and Support > 모델 및 일련 번호를 눌러 일련 번호와 모델 번호를 봅니
다.

3 단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9



일련 번호와 모델 번호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배터리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장치에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아래에서 제품 ID 및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레이블을 찾습니다.

주: HP iPAQ 의 일련 번호를 보려면 시작 > 설정 > 시스템 > HP Asset Viewer > ID 를 누르고 모델
번호를 보려면 시작 > 설정 > 시스템 > HP Asset Viewer > 시스템을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89페이지의 HP Asset Viewer 를 참조하십시오.

상태 아이콘
다음 표에는 일반적인 상태 표시기와 해당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콘 상태 아이콘 상태

부재 중 전화 착신 전환 활성화

음성 통화 활성화 통화 기

SIM 카드가 삽입되지 않음 SIM 카드 오류

새 음성 메일 새 전자 우편 또는 SMS

인스턴트 메시지 수신됨 배터리 상태

배터리 부족 배터리 충전 중

무음 모드 켜짐 동기화 오류

신호음 꺼짐 스피커폰 켜짐

Wi-Fi 켜짐 Bluetooth

로밍 GPRS(일반 패킷 라디오 서비스) 사용 가능

로밍에서 GPRS 사용 가능 GPRS 사용 중

EDGE(Enhanced Rates for GSM
Evolution) 사용 가능

로밍에서 EDGE 사용 가능

EDGE 사용 중 신호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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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상태 아이콘 상태

전화 연결 사용 불가 또는 네트워크 오류 라디오 꺼짐

3G
3G 켜짐 HSDPA 켜짐

상태 아이콘 11



5 기본적인 사용법 배우기

오늘 화면, 텍스트 입력, 데이터 동기화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 HP iPAQ 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화면
오늘 화면에서는 날짜와 시간을 보고, 다가온 일정, 현재 프로필 및 읽지 않은 텍스트 메시지 개수에 
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면의 상단에는 연결 아이콘, 볼륨 표시기, 배터리 상
태 표시기 및 시계가 표시됩니다.

오늘 화면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오늘을 누릅니다.

2. 표시 형식 탭에서 오늘 화면의 배경으로 사용할 테마를 선택합니다.

3. 항목 탭에서 오늘 화면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힌트: 표시되는 항목의 순서를 바꾸려면 시작 > 설정 > 개인 > 오늘을 누릅니다. 항목 탭에서 위로 이
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누릅니다.

주: 오늘 화면 하단에는 두 개의 기본 소프트 키인 메시지와 HP Shortcuts 가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서 메시지 소프트 키는 알림 소프트 키이기도 합니다. 모임 미리 알림과 같은 모든 유형의 경고는 오
늘 화면에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텍스트 입력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Block Recognizer, 키보드, Letter Recognizer 또는 Transcriber 와 같은 필기
인식 기능 또는 화면 키패드를 사용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Transcriber 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입력을 누릅니다.

2. 입력 방법 탭에서 텍스트 입력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옵션으로 변경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프로그램(예: 메모)으로 이동해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 방법 정의

Block Recognizer 단일 스트로크로 문자, 숫자, 기호 및 문장 부호를 작성하며 이
렇게 작성된 것은 입력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키보드 키보드에 있는 키를 눌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Letter Recognizer 입력 텍스트로 변환되는 개별 문자, 숫자 및 문장 부호를 필기
합니다.

12 5 장   기본적인 사용법 배우기



텍스트 입력 방법 정의

Transcriber 필기체, 인쇄체 또는 이러한 서체를 혼합하여 필기하고 필기
된 글을 입력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주: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T9 여러 텍스트 입력 옵션이 필요하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힌트:  (입력 선택기) 화살표를 누르고 입력 방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텍스트 입력 방
법을 변경합니다. 텍스트 입력 중 XT9 와 키 반복 모드 간에 전환하려면 키보드에서 * 키를 길게 누릅
니다.

주: 텍스트를 입력할 때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HP iPAQ 왼쪽 패널에서 확인을 길
게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XT9 옵션을 보려면 키보드에서 * 키를 길게 누릅니다.

주: XT9 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먼저 화면의 아무 위치나 눌러서 화면 키보드가 비활성화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레이블 설명

XT9 English(XT9 영어) 이 모드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선택 목록 표시 – 메시지 작성 시 화면 하단의 목록에
전체 XT9 어휘를 표시합니다.

● 단어 완성 – 단어의 처음 두 자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시하고, 입력한 문자로 파생되는 단어

목록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맞춤법 검사 – 맞춤법 교정된 단어를 선택 목록에 추가합
니다.

● 자동 체 – 단축 항목을 긴 단어나 구로 변환합니다.

● 자동 추가 – 사전에 없는 단어를 구성합니다.

ABC 원하는 문자를 반복하려면 키보드에서 텍스트 입력 키를 반복
하여 누릅니다.

주: 이 모드의 텍스트 입력은 지역적 오류 교정, 단어 완성,
다음 단어 예측, 맞춤법 검사, 자동 체 기능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23 이 모드를 사용하여 숫자를 입력합니다.

Symbols(기호)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호 페이지에서 찾아 기호를 입력합니
다.

Language(언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중요: XT9 는 일부 국가에서만 지원됩니다.

XT9 Settings(XT9 설정) XT9 에 한 다음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 맞춤법 검사

● 다음 단어 완성

● 자동 추가

● 자동 체

텍스트 입력 13



레이블 설명

● 단어 완성

● 다중 단어 완성

About XT9(XT9 정보) XT9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HP iPAQ 사용자 정의

장치 이름

장치 이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HP iPAQ 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컴퓨터와 동기화

● 네트워크에 연결

주: 여러 의 장치를 같은 컴퓨터와 동기화하는 경우에는 각 장치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합니
다.

장치 이름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정보 > 장치 ID 를 누릅니다.

2. 장치에 해당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장치 이름은 문자로 시작하고 A~Z 의 문자, 0~9 의 숫자, 밑
줄(_) 특수 문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HP iPAQ 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정보를 누릅니다.

버전 탭에는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서 유형과 메모리 크기 등과 같은 주요 장치 정보가 표시됩니다.

소유자 정보 입력

HP iPAQ 을 분실한 경우 되찾을 수 있도록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소유자 정보를 누릅니다.

2. 신원 정보 탭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힌트: 소유자 정보는 오늘 화면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오늘 화면을 사용자
정의하는 동안 소유자 정보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의 오늘 화면를 참조하
십시오.

국가별 설정 변경

지역, 숫자, 통화, 시간 및 날짜의 표시 방식은 국가별 설정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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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국가별 설정 > 지역을 누릅니다.

2. 지역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지역에 따라 다른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집니다.

3. 추가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해당 탭을 눌러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지역 탭에서 필요한 지역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숫자 탭에서 필요한 숫자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화 탭에서 필요한 통화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시간 탭에서 필요한 시간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날짜 탭에서 필요한 날짜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볼륨 조정

프로그램 이름이나 메뉴 옵션을 누를 때 들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에 해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화면 맨 위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누릅니다.

2. HP iPAQ 의 스타일러스, 3 방향 엄지휠,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여 화면의 시스템 볼륨 슬
라이더를 원하는 볼륨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시스템 사운드를 음소거로 설정하려면 끄기를 누릅니다.

힌트: 무음 모드로 전환하려면 HP iPAQ 맨 위에 있는 음소거 키를 누릅니다.

또한 특정 이벤트에 해 특정 소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소리 및 알림을 누릅니다.

2. 소리 탭에서 적절한 확인란을 선택하여 알림에 사용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3. 알림 탭에 있는 이벤트 목록에서 이벤트 이름을 누른 다음 알맞은 확인란에 표시해 어떻게 알림
을 받을지 선택합니다. 특수 소리, 메시지 또는 깜박이는 조명 등 여러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주: 소리 끄기 및 LED 알림 기능은 배터리 전원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전원 관리 설정 변경

전원 관리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전원을 누릅니다.

2. 고급을 누른 다음 배터리 전원 또는 AC 전원 사용 시 HP iPAQ 을 켜진 상태로 유지할 시간을 선
택합니다.

조명 밝기를 조정 또는 희미하게 만들기

특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명이 희미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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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 경과 후 조명 밝기를 낮추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조명을 누릅니다.

2. 배터리 또는 외부 전원을 누릅니다.

3. 조명 옵션을 원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조명 밝기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조명 밝기를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밝기를 누릅니다.

2. 조명 화면의 슬라이더를 올리거나 내려서 원하는 밝기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힌트: 슬라이더를 눌러 선택한 다음 3 방향 엄지휠 또는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여 밝기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

HP iPAQ 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MDC 또는 ActiveSync (Windows Vista 의 경우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를 사
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설치하려는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설치 마법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3. HP iPAQ 화면에서 프로그램 설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프로그램 제거를 누릅니다.

2. 제거하려는 프로그램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제거를 누릅니다.

주: 사용자가 iPAQ 에 설치한 프로그램은 제거할 수 있지만 HP iPAQ 을 구입할 때 설치되어 있
던 프로그램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 HP iPAQ 에서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용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장치에서 제거하여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HP iPAQ 에서 프로그램이 사라진 경우 부분은 동기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옵션 >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클릭하고 추가된 프로그램을 확인한 다음 확인
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열기 및 닫기

다른 프로그램을 열거나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
로 메모리를 관리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열려면 시작을 누른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보이
지 않는 경우 시작 >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부분의 경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중지되지만, 프로그램을 사
용자가 직접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메모리 >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2.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에서 닫으려는 프로그램을 누른 다음 중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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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시계 설정

HP iPAQ 에서 시간을 변경하고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시계 및 경보 > 경보를 누릅니다.

2. <설명>을 눌러 경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경보가 울릴 요일을 누릅니다. 원하는 각 날을 눌러 여러 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경보 이름 옆에 표시되는 시간을 누른 다음 경보 시간을 설정합니다.

5.  (경보) 아이콘을 눌러 경보 유형을 지정합니다. 한 번만 울림 또는 반복 울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소리 재생을 선택한 경우 소리 재생 확인란 옆에 있는 목록을 누른 다음 설정하려는 소리를 누릅
니다.

시간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시계 및 경보 > 시간을 누릅니다.

2. 홈은 본국의 표준 시간 , 현지 시간 및 날짜를 설정할 때 선택합니다. 방문지는 여행이나 출장 중
에 해당 옵션을 적절하게 설정할 때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는 항목을 누르고 있을 때 표시됩니다. 이 메뉴는 특정 항목에 한 가장 일반적인 명령
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바로 가기 메뉴의 명령을 사용하여 약속을 삭제하거나 연락처의 상 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메뉴가 나타나면 실행하려는 동작을 누릅니다.

동작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가기 메뉴를 닫으려면 메뉴를 제외한 아무 곳을 누릅니다.

제목 표시줄에 시계 표시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제목 표시줄에 시계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표시줄에 시계가 표
시되도록 HP iPAQ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제목 표시줄에 시계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시계 및 경보를 누릅니다.

2. 기타 탭에서 모든 프로그램의 제목 표시줄에 시계 표시 확인란을 눌러 선택합니다.

범주 생성 및 할당

일정, 연락처 및 작업 프로그램에서 범주를 사용하여 일정, 연락처, 작업을 구성하고 그룹화할 수 있습
니다.

범주를 생성하고 할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목록에서 기존 항목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듭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일정에 있는 기존 항목의 경우 일정을 열고 메뉴 > 편집 > 범주를 누릅니다.

● 작업에 있는 기존 항목의 경우 작업을 열고 편집 > 범주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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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에 있는 기존 항목의 경우 연락처를 열고 메뉴 > 편집 > 범주를 누릅니다.

주: 연락처에 범주를 할당하려면 전화 메모리에 연락처를 저장해야 합니다.

● 일정, 연락처 및 작업에 있는 새 항목의 경우 범주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확인란(회사, 휴일, 개인 또는 계절)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 범주를 할당합니다.

4. 확인을 눌러 일정, 회사 또는 연락처로 돌아갑니다.

주: 새 범주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 연락처, 작업 또는 일정에 한 범주에 이름을 할당
합니다. 새 항목이 자동으로 항목에 할당됩니다.

목록에서 항목을 스크롤하는 속도 조정

스크롤할 때의 속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단추 > 위/아래 컨트롤을 누릅니다.

2. 첫 번째 반복 전에 지연에서 슬라이더를 옮겨 스크롤 시작 전 경과 시간을 줄이거나 늘립니다.

3. 반복 속도 아래에서 슬라이더를 움직여 한 항목에서 다음 항목까지 스크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변경합니다.

운영체제(OS) 정보 보기
HP iPAQ 의 OS 정보, 프로세서, 메모리 및 확장 슬롯 등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P iPAQ 의 운영체제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정보를 누릅니다.

OS 버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HP iPAQ 잠금 및 잠금 해제
암호를 설정하여 HP iPAQ 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HP iPAQ 을 켤 때마다 잠금을
해제할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는 화면을 잠궈 이동 중에 키가 눌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잠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잠금을 누릅니다.

2. 다음 기간 동안 장치가 사용되지 않으면 확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HP iPAQ 에서 작
업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할지를 지정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3. 암호 형식 목록에서 사용할 암호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를 입력하고 입력된 암호를
확인합니다.

4. 힌트 탭에서 나중에 암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문구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암호
를 추측할 수 없는 힌트여야 합니다. 잘못된 암호를 연속해서 5 번 입력하면 이 힌트가 표시됩니
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지정한 시간 동안 HP iPAQ 을 사용하지 않으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힌트: 암호를 변경하거나 재설정할 때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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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잠금을 누릅니다.

2. 다음 기간 동안 장치가 사용되지 않으면 확인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배터리 절약 팁
HP iPAQ 설정을 각자의 용도에 맞게 조정하고 충전된 배터리를 최 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권장 사항입니다.

● 소리 – 이벤트를 알릴 때마다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시작 > 설정 > 개인 > 소리 & 알림을 눌러 불
필요한 알림을 해제합니다.

● 자동 조명 끄기 – 시작 > 설정 > 시스템 > 조명을 누릅니다. 조명을 끄기 전에 기하는 시간을 짧
게 지정합니다. 배터리 탭에서 장치가 사용되지 않을 때 조명 끔을 10 초로 설정합니다.

● Bluetooth 및 Wi-Fi 끄기 – 사용하지 않을 때는 Bluetooth 와 Wi-Fi 를 항상 끕니다.

또한 장시간 사무실을 비울 때도 HP iPAQ 을 충전할 수 있도록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Windows
Vista 의 경우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 AC 어댑터 등과 같은 다양한 부속품을 제공
합니다. HP iPAQ 충전 시에는 정품 HP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전원을 확인하려면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전원을 누르거나, 오늘 화면에서  (배터리 아이
콘)을 누릅니다.

주: 배터리 충전이 소진될 경우 iPAQ 에서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는 모두 손실됩니다.

경고! HP iPAQ 을 끄지 않고 배터리를 제거하면 HP iPAQ 에 있는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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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usiness Navigator 사용

키패드 사용
HP iPAQ 의 키패드를 사용하여 전화 받기/끊기, 전화 걸기, 메시지 쓰기 및 기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터치 탐색 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가락을 사용하여 시계 방향과 시계 반  방향으로 휠을 움직여 가며 화면의 항목을 스크롤합니
다.

●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휠을 움직여 가며 항목들을 스크롤합니다. 키패드의 숫자 5
위에 손가락을 올려 놓은 다음 움직여 스크롤합니다.

주: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HP iPAQ 의 좌측 패널에 있는 확인 키를 길게 누릅니

다. 스마트터치 탐색 휠이 비활성화되면 화면 맨 위에  (휠 잠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스마트터
치 탐색 휠을 사용하려면 HP iPAQ 의 좌측 패널에 있는 확인 키를 길게 누릅니다.

3 방향 엄지휠
3 방향 엄지휠을 사용하여 화면에 있는 메뉴를 탐색하고, 노래를 재생하며, 설정을 변경하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 방향 엄지휠을 눌러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통화 중 3 방향 엄지휠을 사용하여 올
리거나 내려서 스피커 볼륨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능
HP iPAQ 에서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걸기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연결을 누릅니다.

힌트: 키패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는 번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전화를 걸 수도 있
습니다.

전화 받기

전화를 받으려면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다가 멈추면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서
제공한 설정에 따라 발신자가 음성 메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화면 키패드
에서 무시를 누르거나  (종료)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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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기

통화 중 기를 사용하면 다른 통화 중일 때 수신 전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중 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서비스를 누릅니다.

3. 통화 중 기 > 설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통화 중 기할 경우 탭 아래에 있는 알림을 누릅니다.

통화 중 기를 사용하여 통화 도중에 수신 전화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눌러 현재 전화를 통화 중 기로 이동시킵니다.

2.  수신 전화를 받으려면 (응답/전송) 키를 누르고 받지 않으려면 무시를 누릅니다.

3. 바꾸기를 눌러 통화를 전환합니다.

다시 전화 걸기

가장 최근에 건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려면  (응답/전송) 키를 두 번 누릅니다.

연락처로 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름을 입력할 때 HP iPAQ 에
서는 연락처, 통화 기록, 단축 다이얼 목록 및 SIM 카드를 검색하여 일치하는 이름 및 번호를 찾습니
다.

오늘 화면에서 전화 걸기

오늘 화면에서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키보드를 사용하여 연락처 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응답/전송) 키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연락처에서 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에서 이름을 선택하고  (응답/전송) 키를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회
사, 집, 팩스와 같이 전화 번호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락처 목록에서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연락처 이름으로 스크롤합니다.

3. 원하는 번호로 스크롤한 후  (응답/전송) 키를 누르거나 해당 연락처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힌트: 연락처 목록이 긴 경우 연락처 이름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HP iPAQ 에
서 전체 연락처 목록을 검색하여 해당 이름을 표시합니다.

응급 전화 걸기

SIM 카드 및/또는 HP iPAQ 이 잠겨 있더라도 응급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911 또는 112 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응급 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HP iPAQ 이 잠
겨 있거나 SIM 카드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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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주: 응급 전화를 걸려면 먼저 전화 기능을 켜야 합니다. 전화 기능을 켜려면 를 누른 다음 전
화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지역 응급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3.  (응답/전송) 키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주: 응급 번호는 국가/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HP iPAQ 에 미리 프로그램된 응급 번호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환경 또는 간섭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전화를 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 다이얼을 사용하여 전화 걸기

단축 다이얼을 지정하면 해당 전화 번호로 신속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99 까지의 단축 다이얼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의 경우 단축 다이얼 1 은 초기 설정 후 음성 메일 설정 또는 전송
용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주: 단축 다이얼 기능은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에만 적용됩니다.

단축 다이얼 바로가기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 > 단축 다이얼을 누릅니다.

2. 메뉴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3. 연락처를 누르고 위치 상자에서 2-99 까지의 단축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주: 시작 > 연락처를 누르고 연락처를 선택한 후 메뉴 > 단축 다이얼에 추가…를 눌러 단축 다이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힌트: 또한 HP iPAQ 의 연락처에 저장된 웹 주소 및 전자 우편 주소에 단축 다이얼을 지정할 수도 있
습니다.

단축 다이얼로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에서 단축 다이얼 항목으로 지정한 번호를 길게 누릅니다. 단축 다이얼이 두 자리인
경우 첫째 자리 숫자를 누른 다음 둘째 자리 숫자를 길게 누릅니다.

음성 메일

음성 메일을 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에서 1 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음성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기능

통화 중 스피커를 켜서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서 스피커 켜기를 눌러 이어폰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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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화 실행

연결 설정을 사용하여 일반 패킷 라디오 서비스(GPRS), 전화 접속, 가상 사설망(VPN), 프록시 및
Wi-Fi 연결을 설정하면 인터넷 또는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면 무
선으로 웹 탐색, 전자 우편 다운로드, MSN 을 이용한 채팅 또는 서버와 동기화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주: HP iPAQ 은 탐색 및 채팅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계획, 전자 우편
구성 또는 무선으로 서버와 동기화에 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오.

통화 음소거

통화 도중에 마이크를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로 전화를 걸면 상 방은 발신자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들을 수 없지만 발신자는 상 방이 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통화 중 마이크를 음소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전화 걸기 화면에서 음소거를 누릅니다.

2. 음소거 옵션을 비활성화하려면 전화 걸기 화면에서 음소거 해제를 누릅니다.

통화 기 설정

통화 도중 현재 통화를 기로 설정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수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시에 2 통화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화 간 전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통화 기 설정를 설정하려면 기를 누릅니다.

● 통화 간 전환을 실행하려면 바꾸기를 누릅니다.

주: 바꾸기 기능은 기 중인 통화를 받은 다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전화 걸기 화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화 걸기

회의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에서 원하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3. 연결을 누릅니다.

4. 연결되면 기를 누릅니다.

5. 두 번째 번호를 누른 다음 연결을 누릅니다.

6. 연결되면 메뉴 > 회의를 누릅니다.

주: 회의 통화에 더 많은 참가자를 추가하려면 각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한 다음 메뉴 > 회의를 누
릅니다.

하이퍼링크 전화 번호로 전화 걸기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전자 우편 또는 텍스트 메시지에서 신속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전화 번호는 웹 사이트 주소와 같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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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가 지정된 전화 번호를 포함하는 전자 우편이나 텍스트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2. 통화를 눌러 해당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국제 전화 걸기

국제 전화를 걸려면 전화 번호를 누르기 전에 국가 번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 또는 키패드에서 더하기 기호 (+) 가 나타날 때까지 0 을 길게 누릅니다.

3. 국가 번호와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 또한 연락처 전화 번호 사이에 더하기 기호 (+) 를 삽입하여 신속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통화 기록으로 통화 관리

통화 기록에는 수신, 발신, 부재 중 통화 시간 및 총 통화 횟수가 모두 표시되며 통화 기록을 사용하여
통화 중 작성한 메모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걸고 받은 모든 통화 기록을 보려면  (응답/전송) 키 > 통화 기록을 누릅니다.

● 통화 기록 보기를 변경하려면 메뉴 > 필터를 누르고 다른 보기를 선택합니다.

주: 통화 시간을 확인하려면 메뉴 > 통화 타이머…를 누릅니다. 모든 통화 타이머는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전체 통화 기록을 지우려면 통화 기록 > 메뉴 > 모든 전화 삭제를 누릅니다.

통화 기록을 사용하여 전화 걸기

통화 기록을 사용하여 최근에 전화를 걸었거나 받았던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에서 통화 기록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번호를 두 번 누른 다음 통화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통화 내역 보기

통화 내역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화면 키패드에서 통화 기록을 누릅니다.

2. 연락처 전화 번호를 눌러 통화 내역을 확인합니다.

통화 시간뿐 아니라 통화가 이루어진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됩니다.

음성 명령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연락처 검색, 이름으로 연락처에 전화 걸기, 일정 정보 보기, 음악 재생 및 제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HP iPAQ 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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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iPAQ 의 왼쪽 패널에 있는 음성 명령 버튼(위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눌러 음성 명령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명령을 말하십시오.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마이크에 고 명령을 말합니다.

주: HP iPAQ 헤드셋에 있는 훅 스위치를 눌러 음성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동작… 음성 명령…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 걸기 Call(통화)라고 말한 다음 연락처 이름 및 집/회사/휴 폰을 말

합니다.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연락처 찾기 Find(찾기)라고 말한 다음 연락처 이름 및 집/회사/휴 폰을 말
합니다.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 걸기 Digit Dial(디짓 다이얼)이라고 말한 다음 번호의 숫자를 말하
고 해당 번호로 다시 걸려면 Redial(다시 걸기)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전화한 번호로 걸려면 Callback(콜백)이라고 말합니
다.

중요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Digit Dial(디짓 다이얼) 기능이 지
원되지 않습니다.

음악을 재생, 일시 정지 및/또는 다시 시작하기 Play Music/Pause/Resume(음악 재생/일시 정지/다시 시작)
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음악 파일 재생하기 Play(재생)라고 말한 다음 음악 파일의 이름을 말합니다.

재생 목록에서 이전 노래 또는 다음 노래 재생하기 Previous/Next(이전/다음)라고 말합니다.

응용프로그램 열기 Start(시작)이라고 말한 다음 응용프로그램의 이름을 말합니
다.

약속 확인하기 <Today's/Tomorrow's/This Week's appointments>(오늘/
내일/이번 주 약속)라고 말하면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 약속
을 보여줍니다.

메시지, 전자 우편을 읽거나 통화 기록 확인하기 Read<SMS/E-mail>/Call history(<SMS/전자 우편> 읽기/통
화 기록)라고 말합니다.

시간 보기 What time is it?(몇 시입니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설정의 명령 보기 What can I say?(뭐라고 말할까요?)라고 말합니다.

음성 명령 응용프로그램 종료하기 Goodbye(끝내기)라고 말합니다.

전자 우편 작성하기 Compose E-mail To (Contact)((받는 사람)에게 전자 우편 작

성)이라고 말합니다.

음성 전자 우편 작성하기 Compose Audio E-mail To (Contact)((받는 사람)에게 음성
전자 메일 작성)이라고 말하면 음성 메시지 녹음이 시작됩니
다.

단축 번호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Speed Dial(단축 번호)이라고 말한 다음 해당 번호에 지정된
숫자를 말합니다.

음성 메모 녹음하기 Start Recording(녹음 시작)이라고 말하면 녹음기가 열리고
녹음이 시작됩니다.

미리 알림 만들기 Reminder(미리 알림)라고 말합니다.

통화 예약하기 Schedule A Call To (Contact)((받는 사람)에게 통화 예약)이
라고 말하면 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음성 명령 25



연결 및 신호 강도 확인
SIM 카드를 HP iPAQ 에 끼워 넣으면 장치는 자동으로 휴 폰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합니

다.  (신호 강도) 아이콘은 접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로 막 가 많을수록 연결 상태가 좋습니
다.

SIM PIN 변경
보안상 SIM PIN 은 HP iPAQ 을 무단으로 액세스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암호를 지정하여 장치와 정
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IN 은 무선 서비스 공급자에서 제공합니다.

SIM PIN 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3. 전화 아래에서 PIN 변경을 누릅니다.

4. 현재 PIN 을 입력합니다.

5. 입력을 누릅니다.

6. 새 PIN 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PIN 을 입력하려면 전화 사용시 PIN 필요를 선택합니다.

주: 응급 전화의 경우 PIN 을 입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걸 수 있습니다.

SIM PIN 을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PIN 을 입력하여 장치에 액세스합니다.

2. 키보드에서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3.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4. 전화 사용시 PIN 필요 확인란 선택을 해제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서비스 설정 변경

전화 서비스 설정 변경

휴 폰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전화 서비스가 설정되면 HP iPAQ 에서 서비스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특정 수신 및/또는 발신 통화 차단, 다른 전화 번호로 착신 전환, 통화 중일 때 수신 통화
알림 또는 발신자 표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서비스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에서 메뉴 > 옵션… > 서비스를 누릅니다.

3. 변경하려는 서비스를 누른 다음 설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적절하게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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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 전환

HP iPAQ 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할 경우 다른 전화 번호를 선택하여 걸려온 전화를 착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착신 전환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서비스를 누릅니다.

3. 착신 전환 > 설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모든 수신 전화를 착신으로 전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착신 전환을 수신할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없음 –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할 수 없음 –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 통화 중 – 통화 중입니다.

발신자 ID 구성

전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받는 사람의 발신자 ID 화면에 내 ID 가 표시되도록 발신자 ID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 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서비스를 누릅니다.

3. 발신자 ID > 설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발신자 ID 를 표시하려는 상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신자 표시를 하지 않으려면 제공하지 않음을 누릅니다.

통화 차단

특정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HP iPAQ 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합니다.

통화를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서비스를 누릅니다.

3. 호출 제한 > 설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차단하려는 통화 유형을 선택합니다.

음성 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 센터 번호 설정

음성 메일을 사용하거나 텍스트 메시지(SMS)를 전송하려면 전화 설정에 정확한 음성 메일 또는 텍스
트 메시지 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 일부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텍스트 메시지 전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가 포
함되어 있는지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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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센터 번호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서비스를 누릅니다.

3. 음성 메일 및 텍스트 메시지 > 설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4. 해당 상자에 음성 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 센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정확한 음성 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 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
오.

네트워크 설정 변경

전화 네트워크 설정 변경

전화 네트워크 설정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무선 전화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화에서 다른 전화 네트워크로 액세스하는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를 변경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전화 >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2. 변경하려는 네트워크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주: HP iPAQ 에서 사용 중인 현재 전화 네트워크는 화면 맨 위에 표시되며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신
호를 잃거나 SIM 을 변경하기 전까지 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용 가능한 전화 네트워크 보기

사용 가능한 휴 폰 네트워크를 모두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3. 네트워크 선택 목록에서 수동을 누릅니다.

4. 네트워크 찾기를 눌러 사용 가능한 휴 폰 네트워크를 모두 표시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 네트워크 설정

기본 전화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HP iPAQ 에서 원하는 순서 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첫 번째 기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P iPAQ 에서 두 번째 기본 전화 네트워크에 액
세스합니다.

네트워크 기본 설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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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설정을 누르고 기본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 기본 설정 순서를 지정하려면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네트워크 화면에서 네트워크 선택 목록을 누릅니다.

7. 자동을 누릅니다.

전화 네트워크 수동 선택

현재 선택된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파악하여 네트워크 비용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 >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3. 네트워크 선택 목록에서 수동을 누릅니다.

4. 사용하려는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5. 현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택을 누른 다음 다른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벨 소리 및 벨 유형 변경
벨 소리 및 벨 유형을 변경하여 다른 소리를 선택하면 수신 전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벨 소리 및 벨 유형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화면에서 메뉴 > 옵션… > 전화를 누릅니다.

3. 벨 유형 또는 벨 소리 목록을 누릅니다.

4. 사용하려는 소리를 선택합니다.

통화 중 메모 작성
통화 중 메모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화면 키패드에서 메뉴 > 메모 만들기를 누릅니다.

2.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통화 중 만든 메모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화면에서  (응답/전송) 키 > 통화 기록을 누릅니다.

2. 메모가 포함된 전화 통화 항목의 이름 또는 번호를 길게 누릅니다.

3. 메모 보기를 누릅니다.

또한 메모 응용프로그램에서 통화 중 만든 메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모 제목은 메모를 작성할
때 연결되어 있던 전화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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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주파수  선택
HP iPAQ 에는 4 가지 국제 로밍용 주파수 역(850/900/1800/1900)을 지원하는 통합 GSM/GPRS/
EDGE 기능이 있습니다. HP iPAQ 은 3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역(850/1900/2100)에서 WCDMA/
HSDPA 도 지원합니다. 국가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업체 간 이동 시 홈 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이 기능은 주파수 역에 한 연결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이 기능은 HP iPAQ 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떠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휴 폰 서비스 공급자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여행지 국가에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 폰 계정이 국제 로밍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SIM 에서 장치로 연락처 복사
여러 의 장치에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SIM Manager 를 사용하여 SIM 에서 새 장치로 연락처를
복사합니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메뉴 > SIM 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3. 확인을 눌러 연락처를 복사하거나, 취소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시작 > 연락처를 누르고 추가된 연락처를 검색하여 HP iPAQ 에 연락처가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TTY(전신 타자기) 기능 추가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증상이 있는 사용자들 위한 TTY 기능 추가

HP iPAQ 제품은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증상이 있는 사용자들이 휴 폰과 같은 기존의 전화 통신 인프
라를 사용하여 화할 수 있도록 TTY(전신 타자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구입한 TTY 장치가 전화 통화 시 양쪽 전화 모두에 연결되어 있고 HP iPAQ 이 TTY 를 지원하도록 구
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송 TTY 장치는 지원되는 모든 문자에 해 각기 다른 소리를 생성하며 이 소
리는 디코딩된 다음 수신 TTY 장치에서 텍스트로 다시 변환됩니다.

최신 디지털 휴 폰에서는 오디오 압축 코덱을 사용하므로 TTY 음성이 휴 폰으로 전송되는 동안 의
도와는 다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TY 장치를 휴 폰 네트워크에서 계속 사용하려면 휴 폰
이 압축 코덱을 최적화하여 사람 음성 신 TTY 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HP iPAQ 과 함께 TTY 를 사용하려면 선택 사양인 TTY 오디오 어댑터를 HP iPAQ 헤드셋 커넥터에 연
결해야 합니다. 이 TTY 오디오 어댑터는 유선 이어버드 및 스테레오 헤드폰용으로 설계된 헤드셋 커
넥터의 핀아웃을 부분의 TTY 장치에서 필요한 핀아웃으로 변환합니다. TTY 오디오 어댑터(부품 번
호: FA709BAC3)를 구입하려면 http://www.hp.com > Handhelds & Calculators > Options and
Accessories 를 참조하십시오.

주: HP iPAQ 은 내부 CTM(Cellular Text Telephone Modem) 변환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TTY 장치에 CTM 변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HP iPAQ 과 TTY 장치 간 외부 CTM 어댑터를 사용해
야 합니다.

TTY 장치 또는 CTM 어댑터를 HP iPAQ 에 연결하는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TTY 장치 또는
CTM 어댑터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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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를 개발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p.com/accessibility
를 참조하십시오.

TTY 지원 활성화

주: HP iPAQ 에서 TTY 지원을 활성화하기 전에 헤드셋을 헤드셋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정이 다시 비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설명에 따라 선택 사양인 TTY 오디오 어댑터를
이어버드 잭에 우선 연결합니다. TTY 지원이 활성화되면 헤드셋을 제거해도 되며 활성화된 TTY 지원
은 다시 비활성화하지 않는 한 HP iPAQ 에서 유지됩니다.

TTY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TTY 장치를 TTY 오디오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 TTY 오디오 어댑터를 HP iPAQ 하단에 있는 헤드셋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 HP iPAQ 앞면에 있는 응답/전송 키를 눌러 화면 키패드를 실행합니다.

4. 메뉴 > 옵션… > TTY 를 누릅니다.

5. 켜짐을 누릅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TTY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동줄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제 TTY 오디오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7. TTY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나온 로 선택 사양인 TTY 장치 케이블을 TTY 오디오 어댑터에 연결
합니다.

주: 전화 통화 도중에는 TTY 오디오 모드를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TTY 가 활성화된 HP iPAQ 을 사용하여 전화 걸기

TTY 기능이 활성화된 HP iPAQ 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2. 연락하려는 상 방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 방 역시 전화에 TTY(전신 타자기)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기를 켜는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주: 처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SIM 카드를 삽입합니다.

3. 전화를 받으면 TTY 키보드에 입력을 시작합니다.

TTY 장치에 입력된 문자는 일반 전화선에서 이동하는 전자 신호로 바뀝니다. 신호가 상 지점
(다른 TTY 장치)에 도착하면 문자로 다시 변환되어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거나, 용지에 인쇄
되거나, 둘 다 수행됩니다.

전화 화 입력이 끝나면 상 방이 응답 또는 코멘트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통화를 종료하려면  (종료) 키를 길게 누릅니다.

주: TTY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일반 헤드셋을 연결하면 오디오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TTY 모드에서 Bluetooth 헤드셋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헤드셋 커넥터에 플러그를 삽입하면
TTY 오디오 모드의 음성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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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Y 지원 비활성화

TTY 지원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답/전송) 키를 눌러 화면 키패드를 실행합니다.

2. 메뉴 > 옵션… > TTY 를 누릅니다.

3. 꺼짐을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주: HP iPAQ 을 일반 오디오 모드 및 TTY 모드에서 모두 사용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이 특수 네트워
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HP iPAQ 에서 TTY 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TTY 지원을 비활성화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음성 메모
음성 메모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성 메모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를 쓰지 않고 메모
를 녹음하는 별도의 녹음을 만들거나, 메모에 녹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모 만들기

메모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별도의 녹음(음성 메모)을 만들거나 메모에 녹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별도로 음성 메모를 녹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메모 목록에서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주: 녹음 도구 모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메뉴 > 녹음 도구 모음 보기를 누릅니다.

3. 장치 하단에 있는 마이크에 고 말을 합니다.

4.
메모 녹음을 모두 마쳤으면 녹음 도구 모음에서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메모에 녹음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메모를 만들거나 연 다음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주: 녹음 도구 모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메뉴 > 녹음 도구 모음 보기를 누릅니다.

3. 장치 하단에 있는 마이크에 고 말을 합니다.

4.
메모 녹음을 모두 마쳤으면 녹음 도구 모음에서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주: 메모를 열고 녹음했을 경우 메모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별도의 녹음을 만들었을 경우 메모 목
록에서 해당 메모 옆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또한 HP Photosmart Mobile 에서 음성 메모를 만들거나 그림에 메모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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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모 삭제

별도로 녹음된 음성 메모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메모 목록에서 메모를 길게 누릅니다.

3. 삭제를 누릅니다.

메모 안에 있는 녹음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메모를 엽니다.

3.  (음성 메모)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4. 지우기를 누릅니다.

음성 메모 듣기

음성 메모를 들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녹음된 음성 메모) 아이콘을 눌러 메모를 듣습니다.

음성 메모 이름 바꾸기

음성 메모의 이름을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메모를 길게 눌러 이름을 바꿉니다.

3. 이름 바꾸기/이동을 누릅니다.

4. 이름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채널 구성
이 기능을 사용하면 교통 뉴스 및 일기 예보와 같은 실시간 뉴스 및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
역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방송 채널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전화 > 기타를 누릅니다.

2. 휴 폰 방송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설정…을 누릅니다.

4. 추가…를 누른 다음 채널 이름 및 번호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메모
HP iPAQ 에 메모 형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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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쓰기

메모를 쓰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주: 기본 입력 모드로 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3.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4. 모두 마쳤으면 확인을 눌러 메모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텍스트를 직접 수기로 쓰려면 쓰기 영역 옆을 잠시 누릅니다. 점이 나타나면 이 점이 원이 되기 전에 재
빨리 쓰기 영역을 가로질러 끕니다.

글자에 세 개의 괘선이 표시되면 이제 글자는 텍스트가 아닌 그림 개체로 처리됩니다.

메모 복사본 만들기

메모 복사본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메모를 누릅니다.

2. 복사할 메모를 누릅니다.

3. 화면의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메뉴 > 복사를 누릅니다.

4. 메모 목록에서 필요한 메모를 열거나 선택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을 새 메모를 만듭니다.

5. 메뉴 >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새 메모에 내용을 붙여 넣으면 메모 목록에 해당 메모의 복사본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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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3 메가픽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디오 클립을 녹화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그러
한 동영상과 사진을 HP iPAQ 에서 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 일부 모델에는 카메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사용
HP iPAQ 에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캡처

사진을 캡처하여 HP iPAQ 또는 저장소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 배터리 전원 충전량이 20% 미만일 경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카메라 키를 누르거나 시작 > 프로그램 > 카메라를 누릅니다.

2. 키패드에서 6(확 ) 및 4(축소)를 눌러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카메라에 3M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키를 사용하여 확 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
다.

3. 키패드에서 8 을 누르면 밝기가 증가하고, 2 를 누르면 밝기가 감소합니다.

4. 카메라 키를 눌러 사진을 찍으면 파일 탐색기 > 내 문서 > 내 그림에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
다.

주: 플래시를 사용하려면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 보기

HP iPAQ 에 캡처된 사진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원하는 폴더를 찾아봅니다.

3. 폴더를 눌러 열고 원하는 사진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 카메라를 누릅니다.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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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카메라에 한 기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탭의 설정은 사진을 찍을 때와 비디오 클립을 녹
화할 때 적용됩니다.

● 셔터 소리 활성화 –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소리가 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사진 파일 접두사 – 찍은 사진 이름에 붙일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 비디오 파일 접두사 – 녹화한 비디오 클립 이름에 붙일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 파일 저장 위치 – HP iPAQ 에서 이미지와 비디오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White Balance(흰색 밸런스), Effect(효과), Contrast( 비), Brightness(밝기), Hue(색상),
Saturation(채도), Flicker(명멸), Sharpness(선명도) 등과 같은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이나 비디
오의 모양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전화 설정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사진 탭을 누릅니다.

● 캡처 모드 – 사진 찍기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포커스 사각형을 피사체에 맞추고 HP iPAQ 의 오른쪽 옆면에 있는 카메라 키를 누릅
니다. 포커스 사각형이 녹색으로 변하면 카메라 키를 다시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주: 사진 찍기를 위한 기본 모드입니다.

◦ 타이머 – 셀프 타이머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카메라 키
를 누른 후 포커스 사각형에 지연 시간 10 초가 표시됩니다.

◦ Burst(버스트) – 카메라 키를 길게 눌러 5 개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으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
니다.

◦ Panorama horizontal(수평 파노라마) – 광 한 풍경이나 지평선과 같이 수평으로 펼쳐진 전
경 이미지를 찍으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카메라 키를 눌러 제일 왼쪽 사진부터 찍습니
다. 다음 사진을 찍을 때 이전 사진의 1/3 이 화면 왼쪽에 표시되므로 이전 사진과 잘 맞춰서

다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모두 찍었으면  을 눌러 각 사진을 연결합니다.

◦ Panorama vertical(파노라마 수직) – 기념상이나 높은 구조물과 같이 수직으로 긴 이미지를
찍으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카메라 키를 눌러 제일 위쪽 사진부터 찍습니다. 다음 사진
을 찍을 때 이전 사진의 1/3 이 화면 위쪽에 표시되므로 이전 사진과 잘 맞춰서 다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모두 찍었으면  을 눌러 각 사진을 연결합니다.

● 해상도 – QVGA – 320 X 240, VGA – 640 X 480, 1M – 1280 X 960, 1.3M – 1280 X 1024, 2M –
1600 X 1200, 3M – 2048 X 1536 옵션 중에서 사진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 사진 품질: 사진 품질을 저품질, 보통, 고품질 중에서 선택합니다.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녹화

HP iPAQ 에서 내장된 캠코더를 사용하여 짧은 비디오를 만들고 만든 비디오를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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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녹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카메라를 누릅니다.

2.  (비디오) 버튼을 눌러 비디오 모드로 전환합니다.

3. 카메라 키를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카메라 키를 다시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비디오 형식 구성

시작 > 프로그램 > 카메라를 누른 다음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 비디오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변경합니다.

● 해상도 목록에서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CIF(176 X 144)

◦ QVGA(320 X 240)

주: 비디오 녹화와 동시에 음성을 녹음하려면 Record voice(음성 녹음)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비디오 설정

비디오 탭을 눌러 비디오 녹화를 위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 비디오 형식 – 비디오 형식을 선택합니다.

● 해상도 – 해상도를 QCIF(176 X 144) 또는 QVGA(320 X 240)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 Record Voice(음성 녹음) – 비디오를 찍을 때 음성을 녹음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Fit to MMS(MMS 에 맞춤) – 녹화된 비디오가 MMS 에서 수용할 수 있는 파일 크기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및 비디오 레코더 옵션

장치 – 이 아이콘은 현재 저장소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사진의 수를 화면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
표시합니다.

Flash off(플래시 끄기) – 플래시를 켜려면 누릅니다.

Flash on(플래시 켜기) – 플래시를 끄려면 누릅니다.

해상도 –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누릅니다.

끝내기 – 응용프로그램을 끝내려면 누릅니다.

HP Photosmart Mobile – 찍은 사진을 보기 위해 HP Photosmart Mobile 을 실행하려면 누릅니다.

비디오 – 카메라 모드로 전환하려면 누릅니다.

설정 – 설정을 변경하려면 누릅니다.

포커스 – 숫자 키 "4" 또는 "6"을 눌러 축소하거나 확 합니다.

주: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 슬라이더를 표시하려면 화면을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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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M 해상도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이 키를 사용하여 확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밝기 – 숫자 키 “2” 또는 “8”을 눌러 밝기를 조정합니다.

주: 사진을 찍을 때 밝기 슬라이더를 표시하려면 화면을 눌러야 합니다.

파노라마 – 이 아이콘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표시됩니다.

연결 – 파노라마 모드에서 일련의 사진을 찍은 후 파노라마로 구성하려면 누릅니다.

사진 – 사진 찍기 모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진을 찍으려면 누릅니다.

Send As – 계정 및 전자 우편 캡처 사진을 선택하려면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삭제 – 현재 사진을 삭제하려면 누릅니다.

HP Photosmart Mobile – HP Photosmart Mobile 을 실행하여 찍은 사진을 보려면 누릅니다.

재생 – 현재 비디오 클립을 재생하려면 누릅니다.

제어 아이콘을 눌러서 비디오를 중지, 일시 중지 또는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줄에 재생 진행
도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전송

GPRS 사용

처음으로 무선 전화 기능을 켜면 HP iPAQ DataConnect 응용프로그램이 휴 폰 서비스 공급자를 감
지하고 HP iPAQ 에 MMS 설정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주: HP iPAQ 에 데이터 지원 SIM 을 설치해야 합니다.

MMS 사용하여 사진을 전송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오늘 화면에서 왼쪽 소프트 키 > MMS 를 누릅니다.

2. 메뉴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3. 첨부할 사진 또는 비디오를 누릅니다.

4. 보내기를 누릅니다.

Bluetooth 사용

다음과 같이 하면 HP iPAQ 에서 다른 장치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전송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스크롤하여 사진을 선택합니다.

3. 메뉴 > 그림 무선 전송…을 누르고 장치를 선택한 다음 눌러서 보내기를 누릅니다.

주: Bluetooth 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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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P Photosmart Mobile

HP Photosmart Mobile 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HP iPAQ 또는 저장소 카드에 저장된 사진을 봅니다.

● 사진에 음성과 텍스트 메모를 추가합니다.

● 저장소 카드를 사용하여 인쇄합니다.

● 슬라이드쇼를 봅니다.

● MMS, 전자 우편 첨부 파일 또는 Bluetooth 를 통해 사진을 보냅니다.

● 사진을 연락처에 연결합니다.

● 오늘 화면의 배경 사진을 지정합니다.

● 전자 우편을 통해 Snapfish 에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HP iPAQ 이나 저장소 카드에 저장된 사진 보기
HP Photosmart Mobile 을 사용하여 HP iPAQ 이나 외부 저장소 카드에 저장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
다.

사진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메뉴 > Open Folder(폴더 열기)를 누릅니다.

3. 사진을 저장해 놓은 폴더를 찾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사진에 음성 메모 첨부
사진에 음성 메모를 첨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음성 메모를 추가하려는 축소형 그림을 누릅니다.

3.  (사운드) 버튼을 누릅니다.

4. 사운드 도구 모음에서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5.
마이크에 고 말을 하여 음성 메모를 녹음한 후 모두 마치면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6. 녹음된 음성 메모를 삭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7.  (사운드) 버튼을 다시 눌러 사운드 도구 모음을 닫습니다.

HP iPAQ 이나 저장소 카드에 저장된 사진 보기 39



저장소 카드를 사용하여 인쇄
주: 저장소 카드 인쇄는 일부 프린터에서만 지원됩니다.

저장소 카드를 사용하여 사진을 인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인쇄할 축소 이미지를 누릅니다.

주: DRM(디지털 권한 관리)으로 보호되는 미디어 파일의 경우 전송하거나 전달할 수 없습니
다. DRM 은 인터넷 상의 사진, 비디오, 음악, 영화 및 벨 소리를 안전하게 배포하고 이에 한 무
단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DRM 에 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 > 도움말을 눌러
화면 도움말을 열고 DRM 항목을 검색하여 참조하십시오.

3. 메뉴 > 인쇄…를 누릅니다.

주: 저장소 카드 인쇄는 일부 프린터에서만 지원됩니다.

4. 인쇄할 매수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저장소 카드에 저장된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 저장소 카드의 사진을 인쇄하려면 먼저 프린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지침은 프린터에 따라 다
릅니다.

슬라이드쇼 보기
슬라이드 쇼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화면 하단의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누릅니다.

3. 화면을 누르면  (앞으로),  (뒤로),  (중지) 및  (일시 중지) 버튼이 표시됩니다.

전자 우편으로 사진 보내기
주: 전자 우편을 사용하여 사진을 보내려면 전자 우편 메시지 계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전자 우편을 통해 사진을 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전자 우편을 통해 보낼 축소형 그림을 누릅니다.

주: DRM(디지털 권한 관리)으로 보호되는 미디어 파일의 경우 전송하거나 전달할 수 없습니
다. DRM 은 인터넷 상의 사진, 비디오, 음악, 영화 및 벨 소리를 안전하게 배포하고 이에 한 무
단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DRM 에 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 > 도움말을 눌러
화면 도움말을 열고 DRM 항목을 검색하여 참조하십시오.

3. 메뉴 > 보내기… > 전자 메일 첨부를 누릅니다.

4. Reduce sent photo size to(보내는 사진 크기 줄이기)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해상도 축소를 선택
합니다.

5. 다음을 누릅니다.

6. 해당 전자 우편 주소를 입력하거나, 메뉴 > 받는 사람 추가를 눌러 연락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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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 우편 제목 및 메시지 등과 같은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8. 보내기를 누릅니다.

연락처에 사진 연결
연락처에 사진을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연락처에 연결하려는 축소형 그림을 누릅니다.

3. 메뉴 > Assign To(지정) > 연락처를 누릅니다.

4. 연락처 목록에서 이름을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오늘 화면 배경에 사진 지정
오늘 화면 배경에 사진을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오늘 화면에 지정하려는 축소형 그림을 누릅니다.

3. 메뉴 > Assign To(지정) > Today Background(오늘의 배경)를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Snapfish
Snapfish 기능을 사용하면 전자 우편 계정을 통해 HP iPAQ 에서 Snapfish 계정으로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Snapfish 를 통해 보낼 축소형 그림을 누릅니다.

3. 메뉴 > 보내기… > Snapfish 를 누릅니다.

4. Reduce sent photo size to(보내는 사진 크기 줄이기)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해상도 축소
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누릅니다.

6. 전자 우편 계정 선택 목록에서 적절한 전자 우편 계정을 선택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주: Snapfish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누릅니다.

주: Snapfish 에 사진을 보낼 때 사용되는 전자 우편 계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을 등
록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전자 우편을 받게 됩니다.

문서 향상
문서 향상 기능을 사용하면 명함, 잡지, 신문 등과 같은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처리함으로써 스캐너
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사진 연결 41



문서 향상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메뉴 > 도구 > Enhance Document(문서 향상)를 누릅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 Straighten and crop(바로 하기 및 자르기) – 문서 가장자리를 감지하여 원본 문서를 직사각
형 모양으로 자릅니다.

주: 4 면의 문서 가장자리 윤곽이 명확해야 하거나 비가 높아야 합니다.

● Lighting and color correction(밝게 하기 및 색상 보정) – 그림자나 문서 전체의 밝기가 고
르지 못해서 발생한 문서 표면의 음영을 제거합니다.

4. 시작을 눌러 문서 처리를 시작합니다.

주: 문서 향상 기능은 JPEG 이미지만 처리합니다.

화면 보호기 설정
HP iPAQ 을 사용하여 이미지 슬라이드쇼를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메뉴 > 도구 > 화면 보호기를 누릅니다.

3. Show Screen Saver(화면 보호기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고 Launch Screen Saver after(다음 시
간 후에 화면 보호기 실행) 목록에서 몇 분 후에 화면 보호기를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4. 효과 탭을 누르고 Use transition effects(전환 효과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전환 효과를 선택합
니다.

5. 날짜/시간 탭을 눌러 날짜 및 시간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주: 장치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동기화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동안 아무 작업도 없이 유휴 상태가
지속되면 HP Photosmart Mobile 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선택했던 슬라이드쇼를 표시합니다.

카메라 응용프로그램으로 전환
HP Photosmart 응용프로그램에서 카메라 응용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응용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메뉴 > Switch to Camera(카메라로 전환)를 누릅니다.

힌트:  (캡처) 아이콘을 눌러 카메라 응용프로그램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정리
HP iPAQ 에서는 하나의 이미지 또는 여러 이미지를 이동, 복사 또는 삭제하여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정
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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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정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메뉴 > Organize(정리)를 누릅니다.

3. 정리하려는 이미지를 누르거나, 메뉴 > 선택 > 모두를 눌러 모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메뉴 > 이동/복사를 눌러 선택한 이미지를 카드나 HP iPAQ 의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복사하기
위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5. 일련의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메뉴 > 선택 > 범위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이미지를 누르고
마지막 이미지를 누릅니다.

6. 선택한 파일을 삭제하려면 메뉴 > 삭제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보내기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하여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이미지 축소형 그림을 길게 누릅니다.

3. 메뉴에서 Move/Copy(이동/복사) > Copy to Clipboard(클립보드에 복사)를 누르고 해당 배율 크
기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지원
HP Photosmart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재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HP Photosmart Mobile 을 누릅니다.

2. 비디오 축소형 그림을 선택하고 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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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장소 카드

저장소 카드 사용
저장소 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P iPAQ 의 메모리 확장

● 사진, 비디오 클립, 음악, 응용프로그램 저장

주: 저장소 카드는 HP iPAQ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저장소 카드에 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p.com/go/ipaqaccessories 를 참조하십시오.

저장소 카드 삽입
저장소 카드를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전원 키를 길게 눌러 HP iPAQ 을 끕니다.

2. 배터리 덮개를 분리하고 저장소 슬롯 덮개를 뒤로 밀어서 들어 올립니다.

3. 금속 영역이 먼저 삽입되도록 하여 저장소 카드 덮개에 카드를 놓습니다.

4.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저장소 카드 덮개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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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카드를 삽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 카드를 기울여서 삽입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접촉부(금속 영역)를 먼저 삽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저장소 카드 제거
HP iPAQ 의 저장소 슬롯에서 마이크로 SD(Secure Digital) 저장소 카드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십시오.

1. 저장소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2. 전원 키를 길게 눌러 HP iPAQ 을 끕니다.

3.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4. 저장소 슬롯 덮개를 뒤로 밀어 들어 올립니다.

5. 저장소 카드 슬롯에서 저장소 카드를 분리합니다.

저장소 카드 내용 보기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여 저장소 카드(선택 사항)에 있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소 카드의 내용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파일 탐색기를 누릅니다.

2. 위로를 누른 다음 저장소 카드 폴더를 선택하여 파일 및 폴더 목록을 봅니다.

HP iPAQ 에서 저장소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 저장소 카드와 함께 제공된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여 재설정 버튼을 가볍게 눌러서 HP iPAQ 을 재설정합니다.

주: 재설정하기 전에 저장소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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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기화

동기화 소프트웨어
Windows XP 또는 이전 버전을 실행 중인 컴퓨터의 경우 동기화 설정은 Microsoft ActiveSync 를 통해
관리됩니다. Microsoft ActiveSync 4.5 는 Getting Started CD 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microsoft.com/windowsmobile 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Microsoft ActiveSync
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Vista 를 실행 중인 컴퓨터의 경우 동기화 설정은 Windows Mobile Device Center(WMDC)를
통해 관리됩니다. WMDC 6.1 은 Getting Started CD 에 들어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
windowsmobile 을 방문하여 WMDC 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복사
ActiveSync 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Pocket PC 동기화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HP iPAQ 을 구성합니다.

1.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동기화 소프트웨어
(Windows Vista 의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가 실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Pocket PC 동기화 마법사가 표시되면 다음을 누릅니다.

3.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Exchange 를 실행하는 서버와 직접 동기화합니다. 지금 동기화하려면 서버 주소
와 로그온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Exchange Server
를 사용하여 전자 우편 계정을 구성하려면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HP iPAQ 을 컴퓨터의 Outlook 전자 우편 계정과 동기화하려면 Microsoft Exchange 를 실
행하는 서버와 직접 동기화합니다. 지금 동기화하려면 서버 주소와 로그온 자격 증명이 필요
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4. 정보 유형 목록에서 동기화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원본 목록에서 Windows PC(이 PC) 또는
Microsoft Exchange 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누른 다음 마침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Pocket PC 동기화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ActiveSync 를 사용하여 파일을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1.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동기화 소프트웨어
(Windows Vista 의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가 실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Pocket PC 동기화 설정 마법사가 시작되면 취소를 눌러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복사하
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3. 컴퓨터에서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ActiveSync 를 선택합니다.

4. ActiveSync 창에서 탐색을 선택합니다.

5. 내 Windows Mobile 기반 장치를 두 번 클릭한 후 컴퓨터로 복사하거나 컴퓨터로 복사해 올 파일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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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에서 Windows 탐색기를 열고 HP iPAQ 으로 복사하거나 HP iPAQ 에서 복사해 올 파일을
찾습니다.

7. HP iPAQ 과 컴퓨터 간에 파일을 끌어 놓습니다. ActiveSync 는 필요한 경우 Office Mobile 프로그
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변환합니다.

주: 사전 설치된 파일이나 시스템 파일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WMDC 를 사용하여 파일을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WMDC 가 자동으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파일 관리를 눌러 해당 장치에 한 모바일 장치 폴더를 엽니다.

3. 모바일 장치 폴더에서 해당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복사하려는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HP iPAQ 의 내 문서로 바로 또는 내 문서 내의 폴더로 파일을 이동합니다.

Palm Desktop 에서 Microsoft Windows Mobile 6 으로 데이
터 마이그레이션

HP iPAQ 을 구입하기 전에 Palm OS 기반 장치를 사용했던 경우 Palm Desktop 소프트웨어에서
Microsoft Windows Mobile 6 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Palm Desktop 에서 Microsoft Windows Mobile 6 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1. Microsoft Outlook 98 이상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Palm Desktop 에서 Outlook 으로 동기화를 전환하려면 해당 Palm 장치와 함께 제공된 원본 CD
를 컴퓨터의 CD 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Discover Your Handheld(핸드헬드 검색) 화면
에서 Install Microsoft Outlook Conduits(Microsoft Outlook Conduits 설치)를 선택합니다. 또는
원본 CD 에서 Palm Desktop 및 HotSynch Manager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구
성 프로세스 중 I want to sync with Microsoft Outlook(Microsoft Outlook 과 동기화)을 선택합니
다.

주: Palm Desktop 소프트웨어와 제 로 동기화하려면 Microsoft Outlook 이 기본 전자 우편 프로
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Microsoft Outlook 을 열고 도구 > 옵
션 > 기타 탭을 클릭한 다음 Outlook 을 전자 메일, 연락처, 일정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적용 > 확인을 클릭한 다음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Palm 장치와 함께 제공된 원본 CD 에 있는 HotSync 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alm 정보
를 Outlook 과 동기화합니다. HotSynch 설치 또는 사용에 한 도움말을 보려면 해당 Palm 장치
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4. Outlook 이 Palm 장치와 동기화되면 컴퓨터에서 Hotsync 를 제거합니다. 시작 > 제어판을 클릭한
다음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두 번 클릭합니다. Palm Desktop 을 선택한 다음 제거를 누릅니다. 화
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5. Getting Started CD 를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라
ActiveSync 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HP iPAQ 와 컴퓨터 간에 연결을 만듭니다.

무선 동기화 비용 절약 팁
HP iPAQ 에서 무선 동기화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순위 비용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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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 또는 데이터 전송 비용 절감 예약된 동기화 간의 시간을 늘리거나 수동으로 동기화합니
다. 요금제에 한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수명 연장 예약된 동기화 횟수를 줄이거나 수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 전자 우편이 몰리는 기간 동안에는 잦은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동기화되도록 예약하고, 전자 우편이 뜸한 기간 동안에는 전
자 우편이 도착할 때 동기화되도록 예약합니다.

주: 동기화할 때마다 장치의 전원 끄기 타이머가 재설정됩니다. 동기화 간격을 장치의 전원이 자동으
로 꺼지는 시간 간격보다 더 짧게 설정하면 장치가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꺼지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동기화 문제 해결
다음은 Windows Vista 의 경우 동기화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 WMDC 를 설치한 후에도 WMDC 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Windows XP 의 경우 동기화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 ActiveSync 톤이 재생되지 않거나 회색 아이콘이 표시되고, 컴퓨터의 ActiveSync 창에 아무런
동작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ActiveSync 톤이 재생되고 컴퓨터의 ActiveSync 아이콘이 빙글빙글 도는 녹색 아이콘으로 바뀝
니다. 설정 가져오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컴퓨터에 표시되지만 파트너 관계를 설정하기 전에
ActiveSync 연결이 끊어집니다.

● ActiveSync 에서 연결을 검색하지만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녹색 아이콘이 계속
회전합니다.

● HP iPAQ 과 컴퓨터 간의 동기화가 설정되었으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컴퓨터의 녹색 아이콘이
회전을 멈추고 회색으로 변합니다.

● ActiveSync 에서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할 때 방화벽 또는 기타 네트워크 보호
소프트웨어 메시지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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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록은 HP iPAQ 과 컴퓨터를 동기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위한 문제 해결 팁입니다. 동기
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HP iPAQ 과 컴퓨터 간에 정보를 동기화하기 전에 컴퓨터의 OS 를 확인합니다.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OS 에 따라 동기화 방법도 달라집니다.

Windows XP 또는 이전 버전을 실행 중인 컴퓨터의 경우 동기화 설정은 Microsoft ActiveSync 를
통해 관리됩니다. Microsoft ActiveSync 4.5 는 Getting Started CD 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
을 보려 하거나 Microsoft ActiveSync 를 다운로드 하려면 http://www.microsoft.com/
windowsmobile 을 방문하십시오.

Windows Vista 를 실행 중인 컴퓨터의 경우 동기화 설정은 WMDC 를 통해 관리됩니다. WMDC
를 다운로드하려면 http://www.microsoft.com/windowsmobile 을 방문하십시오.

주: HP 는 타사 응용프로그램이 Windows Vista 에서 정확히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
다.

● 컴퓨터에서 ActiveSync 4.5 이상 및 개인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ActiveSync 를 방
화벽 프로그램의 예외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Sygate Personal Firewall, TrendMicro PC-cillin Internet Security 2005, Norton Personal Firewall,
McAfee Personal Firewall 또는 Zone Alarm Security Suite 등의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동기화를 차
단할 수도 있습니다. ActiveSync 4.5 이상을 프로그램의 예외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방화벽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방화벽 응용프로그램 문제 해결에 한 자
세한 내용 및 ActiveSync 4.5 이상의 활성화 방법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windowsmobile

● ActiveSync 설치 중에 무심코 Microsoft Exchange Server 옵션 상자를 선택했으나 Exchange
Server 에 연결할 계획이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ActiveSync 연결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에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Microsoft ActiveSync 를 클릭합니다.

◦ 도구 > 옵션을 클릭합니다.

◦ 서버 그룹 아래에 나열된 동기화 항목에 한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 컴퓨터 그룹 아래에서 동기화하려는 항목에 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컴퓨터에서 HP iPAQ 을 분리하고, 장치가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ActiveSync 확인 메시
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HP iPAQ 을 컴퓨터에 다시 연결합니다. HP iPAQ 이 컴퓨터에 연
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컴퓨터의 ActiveSync 응용프로그램에서 파일 > 연결 설정을 선택합니다. USB 가 사용 가능한 연
결 방법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HP iPAQ 을 컴퓨터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 다른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해 봅니다.

● Bluetooth 연결을 통해 동기화를 시도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HP iPAQ 과 함께 제공된 인쇄 설명
서 또는 C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컴퓨터와 HP iPAQ 의 연결을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 컴퓨터에서 ActiveSync 를 제거한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컴퓨터에서 ActiveSync 를 제거하려
면,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 Microsoft ActiveSync 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
거 >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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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해결 방법을 시도해도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HP iPAQ Setup Assistant 를 사용하여
HP iPAQ 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복원합니다.

하드 재설정 또는 클린 리셋(Clean Reset)을 완료한 후 컴퓨터에서 ActiveSync 를 사용하여 HP iPAQ
에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HP iPAQ 이 제 로 동기화되면 컴퓨터에서 ActiveSync
로 이동하여 도구 >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선택한 다음 다시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WMDC 의 링크 사용자 정의
WMDC 6.1 을 사용하여 장치를 Windows Vista 시스템에 연결하면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화면 왼쪽에 HP iPAQ 600 Series Business Navigator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Outlook 연락처, 전자 우
편 및 장치의 기타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장치를 설정하거나, 설정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장치를 연결하
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컴퓨터와 동기화되면 컴퓨터에 다음 링크가 표시됩니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그림, 음악 및 비디오

● 파일 관리

● 모바일 장치 설정

사용자 정의 링크 목록을 보려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탐색합니다. 다양한 HP 서비스에 한 링크를
보려면 기타>>를 클릭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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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업

작업 시작 날짜 및 기한 설정
작업 날짜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작업을 누릅니다.

2. 시작 날짜 및 기한을 설정하려는 작업을 누릅니다.

3. 편집을 누르고 다음 작업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수행합니다.

● 시작을 눌러 작업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 기한을 눌러 작업 기한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작업 목록에 시작 날짜 및 기한 표시
작업 목록에 작업에 한 날짜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작업을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3. 시작 날짜와 기한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오늘 화면에 표시할 작업에 한 옵션 설정
작업의 수가 많을 경우 필요에 따라 오늘 화면에 표시할 작업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작업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개인 > 오늘을 누릅니다.

2. 항목을 누른 다음 작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작업을 누른 다음 옵션…을 누릅니다.

4. 다음 작업의 개수 표시 아래에서 오늘 화면에 표시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5. 범주 목록에서 범주가 지정된 경우 특정 범주에 지정된 작업만 표시할지 또는 모든 작업을 표시
할지를 선택합니다.

완료된 작업으로 표시
완료된 작업으로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작업을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에서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려는 작업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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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는 작업을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편집을 누릅니다.

2. 상태 상자에서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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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시지

메시지에 한 이해
전자 우편 계정으로 전자 우편 메시지를 보내고 받으려면 해당 계정에 따라 인터넷 또는 회사 네트워
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 Outlook 전자 우편

● ISP(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통한 인터넷 전자 우편

● 문자 메시지

VPN 연결을 사용하여 회사의 전자 우편을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1페이지의
VPN 서버 연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Outlook 전자 우편 계정의 전자 우편은 동기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동기화하거나, 무선으
로 Exchange Server 와 직접 동기화하여 전송되고 수신됩니다.

인터넷 전자 우편은 POP3(Post Office Protocol 3) 또는 IMAP4(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4)
전자 우편 서버와 연결하여 전송되고 수신됩니다. POP3 또는 IMAP4 서버에 연결할 경우 통신사의
GSM, GPRS, EDGE 또는 3G 연결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Wi-Fi 무선
또는 PC 와의 피어 투 피어 연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에 Bluetooth 를 통해 연결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 케이블 휴 폰을 사용하여 HP iPAQ 을 통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화 번호를 메시지 주소로 사용하여 무선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전송 및 수신됩니
다.

폴더 유형
각 메시지 계정에는 5 개의 기본 메시지 폴더와 함께 전용 폴더 세트가 있습니다.

● 받은 편지함

● 보낼 편지함

● 지운 편지함

● 임시 보관함

● 보낸 편지함

계정을 통해 보내거나 받은 메시지는 이러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각 계정에 해 폴더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폴더의 기능은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 Outlook 전자 우편 계정을 사용할 경우 Outlook 받은 편지함 폴더의 전자 우편 메시지는 장치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폴더를 지정하여 동기화할 다른 폴더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에서 폴더를 만들고 메시지를 이동하면 전자 우편 서버에 동일하게 미러링됩니다.

● MMS 계정 또는 문자 메시지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받은 편지함 폴더에 저장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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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3 계정을 사용할 경우 직접 만든 폴더로 전자 우편 메시지를 옮기면 장치의 메시지와 전자 우
편 서버의 사본 메시지 간에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 다음 전자 우편 서버에 연결하면 서버는 장
치의 받은 편지함 폴더에서 누락된 메시지가 있음을 감지하고 전자 우편 서버에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 사본의 중복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메시지에는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 IMAP4 계정을 사용할 경우 폴더를 만들고 전자 우편 메시지를 이동하면 그러한 사항이 전자 우
편 서버에서 미러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는 어떠한 위치 또는 장치에서든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폴더 동기화는 전자 우편 서버에 연결할 때마다 또는 연결된 상태에서 새 폴더 만
들기, 폴더 이름 바꾸기 또는 폴더 삭제 등을 수행할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각 폴더에 해 서로
다른 다운로드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우편 동기화
컴퓨터의 Outlook 전자 우편을 장치와 동기화할 경우 전자 우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동기화됩니다.

● 컴퓨터 또는 Exchange Server 의 받은 편지함 폴더에 있는 메시지가 장치의 Outlook 전자 우편 계
정의 받은 편지함 폴더로 복사됩니다.

● 장치의 보낼 편지함 폴더에 있는 메시지가 Exchange Server 또는 Outlook 으로 전송된 다음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 장치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면 다음에 동기화할 때 컴퓨터 또는 Exchange Server 에서 해당 메시지
가 삭제됩니다.

● 기본 동기화 설정은 지난 3 일간의 메시지를 동기화하며 새로운 각 메시지의 처음 0.5KB 를 다운
로드합니다. 첨부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주: Outlook 전자 우편 동기화를 시작하거나 동기화 설정을 변경하는 자세한 방법을 보려면 컴퓨터에
설치된 ActiveSync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는 동기화를 통해 수신되지 않고, 해당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장치로 전송됩니다.

메시지 계정 설정

Exchange Server 를 사용하여 전자 우편 설정

Exchange Server 를 사용하여 전자 우편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 > 새 전자 메일 계정을 누릅니다.

2. 전자 메일 주소 상자에 전자 우편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 Try to get e-mail settings automatically from the Internet(인터넷에서 전자 우편 설정을 자동
으로 받기 시도)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주: 전자 우편을 수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Try to get e-mail settings automatically from
the Internet(인터넷에서 전자 우편 설정을 자동으로 받기 시도)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
다.

4. Your e-mail provider(전자 메일 공급자) 목록을 스크롤하여 Exchange Server 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눌러 Outlook 을 해당 조직의 Exchange 전자 우편 서버와 동기화합니다.

6. 서버 주소에 Outlook Web Access 서버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주: 이 계정을 통해 전자 우편을 보낼 때 항상 SSL(Secure Sockets Layer) 연결을 사용하려면
이 서버는 암호화(SSL) 연결 필요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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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버 설정 편집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암호 및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8. 동기화하려는 편지함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마침을 누릅니다.

Internet 전자 우편

POP3 또는 IMAP4 계정 새로 만들기

전자 우편을 보내고 받으려면 ISP 를 통한 전자 우편 계정 또는 VPN 서버 연결을 사용하여 액세스하
는 계정(일반적으로 회사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POP3 또는 IMAP4 계정을 새로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 > 새 전자 메일 계정을 누릅니다.

2.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 Try to get e-mail settings automatically from the Internet(인터넷에서 전자 우편 설정을 자동
으로 받기 시도)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주: 전자 우편을 수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Try to get e-mail settings automatically from
the Internet(인터넷에서 전자 우편 설정을 자동으로 받기 시도)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
다.

4. Your e-mail provider(전자 메일 공급자) 목록을 스크롤하여 인터넷 전자 우편을 선택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5. 이름 및 계정 이름(필수)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받는 서버 이름을 입력하고 계정 유형(필수)을 POP3 또는 IMAP4 중에서 선택합니다.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새 메시지를 다운로드할 시간 간격 변경

● 첨부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할 메시지 수 제한

설정 설명

사용자 이름 ISP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지정해 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
니다. 부분의 경우 이 이름이 전자 우편 주소의 첫 부분, 즉
@ 기호 앞에 옵니다.

암호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암호를 선택합니다. 암호를
저장하는 옵션이 제공되며 암호를 저장하면 전자 우편 서버에
연결할 때마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메인 ISP 를 통한 계정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 계정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정 유형 POP3 또는 IMAP4 를 선택합니다.

계정 이름 계정에 해 회사 또는 집 등의 고유한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
다. 이 이름은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받는 메일 전자 우편 서버(POP3 또는 IMAP4)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보내는 메일 보내는 전자 우편 서버(SMTP)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SL 연결 필요 이 계정을 통해 전자 우편을 보낼 때 항상 SSL 연결을 사용하
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

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도 해당 ISP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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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SSL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자 우편을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메일 인증 필요 보내는 전자 우편 서버(SMTP)가 인증을 요구하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위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사용됩니다.

별도의 설정 사용 보내는 전자 우편 서버에 이전에 입력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와 다른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보내는 서버 설정

사용자 이름 보내는 전자 우편 서버에 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보내는 전자 우편 서버에 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보내는 전자 우편 서버의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보내는 메일에 SSL 필요 이 계정을 통해 전자 우편을 보낼 때 항상 SSL 연결을 사용하
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

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도 해당 ISP 에서
SSL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자 우편을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힌트: Outlook 전자 우편 계정 외에도 추가로 여러 개의 전자 우편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되어 있는 동안에는 새 계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메뉴 > 보내기/받기 중지를 눌러 연결을 끊습니다.

전자 우편 다운로드 옵션 변경

ISP 를 통한 각 전자 우편 계정 또는 VPN 서버 연결을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계정(일반적으로 회사 계
정)에 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운로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자동 다운로드 여부

● 다운로드할 전자 우편의 양

● 첨부 파일 다운로드 여부 및 방법(IMAP4 전용)

POP3 또는 IMAP4 전자 우편 계정에 한 전자 우편 다운로드 옵션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1. 왼쪽 소프트 키 >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2. 전자우편 계정을 눌러 선택합니다.

3. 서버 정보가 나올 때까지 다음을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세 개의 다음 화면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Outlook 전자 우편 계정에 한 전자 우편 다운로드 옵션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 >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2. Outlook 전자 메일 계정을 눌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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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항목 다운로드 목록에서 1 일, 3 일, 1 개월 등과 같은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다운로드 크기 제한 목록에서 해당 Outlook 계정으로부터 다운로드하려는 전자 우편의 크기를 선
택합니다.

힌트: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고 받으려면 연결을 누르고 메시지에 해 선택한 후 시간 간격을 입력
합니다. 자동으로 연결하면 연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절약하려면 표시 일 수를 줄여 장치로 다운로드하는 전자 우편의 수를 제한합니다.

Outlook 계정에 해 동기화하려는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ActiveSync > 메뉴 > 옵션
을 누릅니다.

계정 삭제

계정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를 눌러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3. 계정 이름을 누르고 삭제를 누릅니다.

주: 문자 메시지, Outlook 전자 우편, Windows Live 및 MMS 계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란 휴 폰, 팩스 및/또는 IP 주소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문자 메시지는 영숫자로 이루어진 문자 160 개를 넘거나 또는 그림이나 그래픽을 포함할 수 없습니
다.

주: 지원되는 문자 수는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160 개의 영숫자 문자를 넘는 문자 메시지는 여러 개로 나뉘어 전송됩니다. 문자 메시지(새로 만들기/
회신/전달)를 작성하면 문자 개수가 나타납니다. 또한 문자 개수에 메시지 전송 시 몇 개의 문자 메시
지가 생성되었는지도 표시됩니다.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 센터 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활성화된
후에는 문자 메시지 기능이 제 로 작동됩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 센터 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데 사
용된 번호를 확인하려면  (응답/전송) 키 > 메뉴 > 옵션… > 서비스 > 음성 메일 및 문자 메시지 > 설
정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MMS
MMS 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진, 동영상 클립, 소리 파일 및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
다.

주: MMS 를 전송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처음으로 무선 전화 기능을 켜면 HP iPAQ DataConnect 응용프로그램이 휴 폰 서비스 공급자를 감
지하고 HP iPAQ 에 MMS 설정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또는 왼쪽 소프트 키 > 메뉴 > 옵션 > 계정 > MMS > 기본 설정을 눌러 일부 MMS 설정에 액세스할 수
도 있습니다.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서 제공한
MMS 설정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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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작성기

MMS 작성기를 사용하여 MMS 메시지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MMS 메시지에 사진, 비
디오, 텍스트, 오디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MMS 응용프로그램에 액세스하려면 왼쪽 소프트 키 > MMS 를 누릅니다.

MMS 계정에는 5 개의 기본 메시지 폴더와 함께 전용 폴더 세트가 있습니다.

● 지운 편지함

● 임시 보관함

● 받은 편지함

● 보낼 편지함

● 보낸 편지함

MMS 메시지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 > MMS 를 누릅니다.

2. MMS 폴더에서 메뉴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3. 사진이나 비디오를 메시지에 추가하려면 그림/비디오 삽입 필드를 누른 다음 추가하려는 사진이
나 비디오를 누릅니다.

주: 비디오 클립을 추가하기 전에 보려면 원하는 파일을 찾아 선택한 후  (재생) 버튼을 누릅
니다.

4. 메시지에 텍스트를 삽입하려면 문자 삽입 필드를 누르고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주:  (스마일) 아이콘을 눌러 스마일을 추가하고,  (즐겨찾기) 아이콘을 눌러 즐겨찾기 웹

링크를 추가하며,  (문자) 아이콘을 눌러 내 문자 메시지에 저장된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5. 메시지에 오디오 클립을 추가하려면 오디오 삽입을 누르고 추가하려는 오디오를 누릅니다.

주: 오디오 클립을 추가하기 전에 들어 보려면 원하는 파일을 찾아 선택한 후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6.
MMS 메시지를 미리 보려면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재생) 아이콘을 누릅니다.

주: 미리 만들어져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메뉴 > 템플릿 > 서식 파일로 새로 만들기 > 확인
을 누릅니다. 빈 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시하려면 Always choose custom(항상 사용자 지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주: 원하는 파일을 찾은 후 선택을 눌러 사진, 비디오, 텍스트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파일 수신

전자 우편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거나 서버에서 다운로드된 첨부 파일은 메시지 제목 아래에 표시됩니
다. 첨부 파일을 누르면 해당 파일이 완전히 다운로드된 경우 파일이 열리고, 다운로드되지 않은 경우
에는 다음에 전자 우편을 보내고 받을 때 다운로드되도록 표시됩니다. Outlook 전자 우편 또는
IMAP4 전자 우편 계정을 사용할 경우 메시지와 함께 첨부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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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전자 우편 계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시작 > 프로그램 > ActiveSync 를 누릅니다.

2.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3. 전자 메일 > 설정을 누른 다음 첨부 파일 포함을 선택합니다.

ISP 를 통한 IMAP4 전자 우편 계정 또는 VPN 서버 연결을 통해 액세스하는 계정(일반적으로 회사 계
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왼쪽 소프트 키를 눌러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뉴 > 옵션을 누릅니다.

3. IMAP4 계정 이름을 누릅니다.

4. 다음을 계속 눌러 서버 정보가 나오면 옵션…을 누릅니다.

5. 다음을 두 번 누르고 메시지 내용 모두 가져오기 및 메시지 내용을 모두 가져올 때 첨부 파일 가
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힌트: 임베딩된 사진 및 개체는 첨부 파일로 받을 수 없습니다.

IMAP4 를 사용하여 전자 우편을 수신할 경우 포함된 메시지가 첨부 파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이 기능은 모임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TNEF(Transport Neutral Encapsulation Format)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치가 아닌 저장소 카드에 첨부 파일을 저장하려면 왼쪽 소프트 키 > 메뉴 > 옵션 > 저장소를 누르고
When available, use this storage card to store attachment(가능하면 이 저장소 카드를 사용하여 첨
부 파일 저장)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모임 요청 받기

ActiveSync 를 통해 전자 우편 메시지를 받을 경우 모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우편 서버에 직
접 연결할 경우 모임 요청을 받으려면 서버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 버전 5.5 이상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버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0 이상 버전을 실행할 경우 모임 요청은 받은 편지함으로 자
동 수신됩니다. 하지만 Microsoft Exchange Server 5.5 에서 모임 요청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
니다.

● 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용자의 계정에서 RTF(Rich Text Format) 형식과 TNEF(Transport Neutral
Encapsulation Format) 형식을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TNEF 를 사용하면 다른 메시지에 첨부 파일로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며 전체 메시지를
받지 않는 한 메시지에 첨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계정이 첨부 파일을 받도록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자 우편 다운로드 옵션을 변경합니다.

모임 요청을 받도록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모임 요청을 엽니다.

2. 수락 또는 메뉴 > 미정 또는 메뉴 > 거절을 누릅니다. 원할 경우 응답에 메시지를 포함할 수도 있
습니다. 이 응답은 다음에 전자 우편 서버와 동기화하거나 서버에 연결할 때 발송되며 장치 달력
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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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만들기 또는 변경

서명을 만들거나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를 눌러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뉴 > 옵션… > 서명…을 누릅니다.

3. 서명을 만들거나 변경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4. 이 계정에 서명 사용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선택합니다.

5. 필요한 경우 회신 및 전달 시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상자에 서명을 입력합니다.

서명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계정에 서명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힌트: 메시지 계정마다 다른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용

메시지 작성 및 보내기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왼쪽 소프트 키를 눌러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시지를 작성할 계정을 누른 다음 메뉴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3. 받는 사람의 전자 우편 주소나 문자 메시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세미 콜론을 사용하여 각 주소를 구분합니다. 연락처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사용하려면 받는 사
람을 누르거나 메뉴 > 받는 사람 추가를 누릅니다.

4.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상용 문구 메시지를 신속하게 추가하려면 메뉴 > 내 문자 메시지를 누르고
원하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5. 맞춤법 검사를 하려면 메뉴 > 맞춤법 검사를 누릅니다.

6. 보내기를 누릅니다.

힌트: 우선 순위를 설정하려면 메뉴 > 메시지 옵션…을 누릅니다.

메시지에 회신 또는 메시지 전달

메시지에 회신 또는 메시지 전달

1. 메시지를 눌러 연 다음 메뉴 > 회신, 전체 회신을 누르거나, 메뉴 > 전달을 누릅니다.

2. 응답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용 문구 메시지를 신속하게 추가하려면 메뉴 > 내 문자 메시지를 누르
고 원하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3. 맞춤법 검사를 하려면 메뉴 > 맞춤법 검사를 누릅니다.

4. 보내기를 누릅니다.

주: 보내는 메시지에 원래 텍스트를 유지하려면 메뉴 > 옵션을 누른 다음 메시지를 누르고 전자 메일
에 회신할 때 본문 포함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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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 첨부 파일 추가

메시지에 첨부 파일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열려 있는 메시지에서 메뉴 > 삽입을 누른 다음 그림, 음성 메모, 파일 중에서 첨부할 항목을 선택
합니다.

2. 첨부할 파일을 선택하거나 음성 메모를 기록합니다.

주: 임베딩된 개체는 메시지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다운로드

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계정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Outlook 전자 메일 계정에서 전자 메일을 보내고 받으려면 ActiveSync 를 통해 동기화를 시작합
니다.

● HP iPAQ 전화 모드가 켜져 있으면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수신됩니다. HP iPAQ 이 꺼져 있으면
(비행 모드) HP iPAQ 이 켜질 때까지 서비스 공급자가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힌트: 기본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메모리 절약을 위해 장치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보낸 메시지의 사본
을 메시지 목록에 보존하려면 메뉴 > 옵션 > 메시지를 누른 다음 보낸 편지함에 복사본 저장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utlook 전자 메일 또는 IMAP4 계정을 사용할 경우 보낸 편지함 폴더도 동기화하도록 선
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왼쪽 소프트 키 > Outlook 전자 메일을 누른 다음 메뉴 > 도구 > 폴더
관리…를 누르고 보낸 편지함 폴더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서버에서 메시지 다운로드

서버에서 메시지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아무 계정에서든 메뉴 > 이동을 누른 다음 사용할 계정을 누릅니다.

2. 메뉴 > 보내기/받기를 누릅니다.

장치 및 전자 우편 서버의 메시지가 동기화됩니다. 장치의 받은 편지함 폴더로 새로운 메시지가
다운로드되고, 장치의 보낼 편지함 폴더에 있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서버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장
치의 받은 편지함 폴더에서 제거됩니다.

힌트: 전체 메시지를 읽으려면 메시지 창에서 메뉴 > 메시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메시지 목록이 열
려 있으면 메시지를 누른 상태에서 메뉴 > 메시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메시지는 다음에 전자 우편을
보내고 받을 때 다운로드됩니다. 전자 우편 계정을 설정할 때 해당 옵션을 설정했으면 메시지 첨부 파
일도 다운로드됩니다.

메시지 목록의 크기 열에 메시지의 로컬 크기와 서버 크기가 표시됩니다. 서버에서와 장치에서 메시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록 설치
Exchange Server 를 실행하는 서버를 포함하여 많은 전자 우편 서버에서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온라인 주소록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우편 계정을 만들 때 전자 우편 서버의 디렉토리 서비스가 주소에 추가되어
디렉토리 서비스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메시지 응용프로
그램에서 연락처 목록을 확인한 다음 디렉토리 서비스를 확인하여 받는 사람, 참조 및 숨은 참조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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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력한 이름을 검사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새 계정을 추가할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디렉토리 서비스 및 서버의 이름을 문의하십시오.

2. 메시지 목록에서 메뉴 > 도구 > 옵션 > 주소를 누릅니다.

3. 다음 연락처 항목에서 주소 가져오기 목록에서 주소를 가져올 전자 우편 주소록을 선택합니다.
없음을 선택하지 않는 한 연락처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4. 전자 우편 서비스가 목록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서버의 디렉토리 서비스 확인란을 선택하여 디렉
토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전자 우편 서버가 목록에 없을 경우 추가…를 누릅니다.

6. 디렉터리 이름과 서버 상자에 LDAP 디렉토리와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서버에 한 인증이 필요한지를 문의합니다. 서버에 한 인증이 필요할 경
우에는 Authentication is necessary on this server(이 서버에서 인증 필요)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메시지가 이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하려면 이 서버에서 이름 확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힌트: 서비스를 삭제하려면 서비스를 누른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Outlook 전자 우편 계정을 동기화하는 동안에는 이 서버에서 이름 확인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여 설
치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에서 현재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에 해 이름을 확인하려 시도할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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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정

일정 액세스
일정을 사용하여 회의 및 기타 행사를 포함한 약속을 예약합니다. 오늘 화면에 오늘 예약된 약속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액세스하려면 오늘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주 근무 시간의 디스플레이 변경
주 근무 시간 일정이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 5
일, 6 일, 7 일 근무제에 해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 근무 시간의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오늘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2. 메뉴 > 도구 > 옵션…을 누르고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수행합니다.

● 주의 시작 요일을 지정하려면 시작 요일 상자에서 일요일 또는 월요일을 누릅니다.

3. 주 근무 시간에 표시할 일 수를 지정하려면 주 보기 상자에서 주 5 일, 주 6 일 또는 주 7 일을 누
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모든 새 약속에 한 기본 미리 알림 설정
모든 새 약속에 해 미리 알림을 자동으로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오늘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2. 메뉴 > 도구 > 옵션… > 약속을 누릅니다.

3. 새 항목에 해 미리 알림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미리 알림 시간을 설정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약속 업데이트
일정에서 약속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오늘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2. 약속을 눌러 연 다음 메뉴 > 편집을 눌러 원하는 로 변경합니다.

3. 모두, 하나 또는 취소를 누릅니다.

4.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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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취소
HP iPAQ 에서 일정에 있는 약속을 삭제하면 다음 동기화할 때 해당 약속이 컴퓨터에서도 삭제됩니
다. 약속이 컴퓨터와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HP iPAQ 에서만 삭제됩니다.

약속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오늘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2. 일정 보기에서 삭제할 약속을 선택합니다.

주: 약속을 스크롤하려면 손가락으로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아래로 밉니다.

3. 메뉴 > 약속 삭제를 누릅니다.

4. 약속을 삭제하려면 예를 누르고, 약속을 유지하려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주: 일정 보기를 제외한 보기에서 스마트터치 탐색 휠 또는 3 방향 엄지휠을 사용하여 약속을 스크롤
하고 선택한 후 메뉴 > 약속 삭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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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락처

연락처 만들기
연락처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새로 만들기를 눌러 Outlook Contact(Outlook 연락처) 또는 SIM 연락처에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
니다.

3. 입력을 마치면 확인을 누릅니다.

주: 연락처를 만들 때 연락처 목록을 범주별로 필터링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범주가 새 연락처에 자동
으로 지정됩니다.

작성한 부분의 연락처 전화 번호가 동일한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경우 연락처에서 메뉴 > 옵션…을
누르고 지역 번호 상자에 해당 지역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통화 기록에서 연락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동일한 화면에서 시작 > 도움말을 누릅니다.

연락처 삭제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삭제할 연락처를 잠시 동안 누릅니다.

3. 연락처 삭제를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연락처 정보 변경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연락처를 누릅니다.

3. 메뉴 > 편집을 누르고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4. 입력을 마치면 확인을 누릅니다.

연락처 복사
연락처를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복사할 연락처를 잠시 동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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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처 복사를 누릅니다.

4. 연락처 사본을 누릅니다.

5. 메뉴 > 편집을 누릅니다.

6. 연락처 정보를 원하는 로 변경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주: 표시된 범주가 새 연락처에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연락처 찾기
연락처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이름 보기가 아닌 경우 메뉴 > 표시 기준 > 이름을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제공된 텍스트 상자에 원하는 연락처가 표시될 때까지 이름 또는 전화 번호의 앞부분을 입력
합니다. 모든 연락처를 다시 보려면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텍스트를 지우거나 백스페이스/지
우기 키를 누릅니다.

● 연락처 목록 상단에 있는 사전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 범주별로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메뉴 > 필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연락처
에 지정한 범주를 누릅니다. 모든 연락처를 다시 보려면 모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주: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하거나 사전순 인덱스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검색하려면 이름을 기준으로
표시된 상태여야 합니다.

연락처의 상 에게 전자 우편 메시지 보내기
연락처의 상 에게 전자 우편 메시지를 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메시지를 보내려는 연락처를 누릅니다.

3. 메시지를 보내려는 주소를 누릅니다.

4.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정을 누릅니다.

주: 새 메시지에 연락처의 주소를 간편하게 추가하려면 받는 사람, 참조 또는 숨은 참조를 누른 다음
메뉴 > 받는 사람 추가를 차례로 누릅니다. 메시지를 보내려는 연락처 상 를 누르고 필요할 경우 주
소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상 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연락처 상 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메시지 목록에서 메뉴 > 이동을 누르고 계정을 선택합니다.

2. 메뉴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3. 받는 사람의 텍스트 메시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세미 콜론을 사
용하여 각 주소를 구분합니다. 연락처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사용하려면 받는 사람을 누릅니다.

4.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상용 문구 메시지를 신속하게 추가하려면 메뉴 > 내 문자 메시지를 누르고
원하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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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호를 입력하려면 화면 키패드를 사용해 Shift 를 누릅니다.

5. 맞춤법 검사를 하려면 메뉴 > 맞춤법 검사를 누릅니다.

주: 우선 순위를 설정하려면 메뉴 > 메시지 옵션…을 누릅니다.

6. 보내기를 누릅니다.

텍스트 메시지 전송 시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 알고 싶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메뉴 > 도
구 > 옵션…을 누르고 계정 > SMS 메시지를 누른 다음 배달 알림 요청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사진 추가 및 제거
연락처 정보에 사진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연락처를 누릅니다.

3. 메뉴 > 편집을 누릅니다.

4. 그림을 누릅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추가할 사진을 누릅니다.

● 카메라를 누르고 사진을 찍습니다.

연락처 정보에서 사진을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연락처를 누릅니다.

3. 메뉴 > 편집을 누릅니다.

4. 메뉴 > 그림 제거를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 사용
연락처 목록을 사용하고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열려 있는 연락처에서 전
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연락처 목록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이름을 입력하거나 사전순 인덱스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검색하려면 이름 입력… 상자에 이
름 또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 특정 이름 또는 회사별 직원 연락처 목록을 보려면 메뉴 > 표시 기준 > 이름 또는 회사를 누
릅니다.

● 연락처에 한 요약 정보를 보려면 해당 연락처를 누릅니다. 해당 연락처에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연락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을 보려면 연락처를 잠시 동안 누릅니다.

주: 더 많은 연락처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메뉴 > 옵션…을 누르고 연락처 이름만 표시 확인란을 선택
하고 사전순 인덱스 표시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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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결

HP iPAQ 을 사용하여 다른 휴 용 장치, 컴퓨터 및 기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
니다. 연결 시 다음과 같은 표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Fi

● Bluetooth

● GPRS/EDGE/HSDPA/WCDMA

시작 > 설정 > 연결을 눌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접속 관리자 사용
무선 접속 관리자를 사용하면 Wi-Fi 연결, Bluetooth 연결 및 전화 기능을 손쉽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주: 전화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없습니다(응급 전화 포함). 전화를 받거나 걸려
면 전화 기능을 켜고 전화의 RF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무선 접속 관리자를 사용하려면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옵션 설명

모두 Wi-Fi, Bluetooth, 전화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모두를 누릅니다.

Wi-Fi Wi-Fi 연결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Wi-Fi 를 누릅니다.

Bluetooth Bluetooth 연결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Bluetooth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 전화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전화 버튼을 누릅니다.

비행 모드란 HP iPAQ 의 모든 무선 연결이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무선 연결을 동시에 켜거나 끄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눌러 무선 접속 관리자를 시작합니다.

2. 모두를 눌러 모든 무선 연결을 켜거나 끕니다.

Wi-Fi
무선 액세스를 사용하면 HP iPAQ 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때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 액
세스 포인트와 무선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HP iPAQ 은 802.11b/g Wi-Fi 에 연결하거나
기타 Wi-Fi 지원 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Wi-Fi 를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액세스

● 전자 우편 보내기/받기

● 회사 네트워크 정보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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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보안 원격 액세스

● 무선 연결을 위한 핫스팟 사용

시작 > 설정 > 연결 > Wi-Fi 를 누릅니다.

주: 전화 접속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 전자 우편 또는 Bluetooth 같은 기타 무
선 통신에 액세스하려면 Wi-Fi 인프라와 서비스 계약뿐 아니라 장치에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웹 콘텐
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웹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Wi-Fi 용어

Wi-Fi 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용어를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정의

802.11 표준 무선 LAN(Wi-Fi)에 사용되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인정 무선

통신 기술 표준입니다.

장치-컴퓨터 또는 Ad-Hoc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모드로서, 무선 LAN 에서 독립적인 피어 투 피어 연결을 제
공합니다.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찾아 IP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웹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고유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영숫자(문자 및 숫자) 변환 프로세스입니다.

핫스팟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또는 개인 영역입니다. 이 무선 연결은 도서관, 사이버
카페, 호텔, 공항 라운지 또는 컨벤션 센터와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때로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프라 이 연결 모드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Wi-Fi 설정 열기

Wi-Fi 설정을 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2. 메뉴 > Wi-Fi 설정을 누릅니다.

Wi-Fi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

HP iPAQ 은 Wi-Fi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할 때 신호를 브로드캐스팅하는 Wi-Fi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해당 Wi-Fi 네트워크가 브로드캐스팅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Wi-Fi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할 때 인증이 필요하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
의하여 해당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Wi-Fi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 > Wi-Fi 를 누릅니다.

2. HP iPAQ 에서 Wi-Fi 네트워크를 감지하면 연결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연결
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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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네트워크에 수동으로 연결

필요한 설정 정보를 입력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Fi 네트워크에 수동으로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Wi-Fi 를 누릅니다.

2. 무선 >새로 추가…를 누릅니다.

3.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인터넷을 선택하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연결 상 목록
에서 회사를 선택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주: 네트워크에 프록시 서버가 필요할 경우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다음을 누릅니다.

● 인증을 사용하려면 인증 목록에서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암호화 목록에서 암호화 방식을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키를 자동으로 사용하려면 자동으로 키 제공 확인란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사용하
지 않으려면 네트워크 키와 키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찾기

IP 주소를 확인하여 네트워크에 주소가 할당되었으며 HP iPAQ 에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P 주소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시작 > 설정 > 연결 > Wi-Fi > 네트워크 어댑터를 눌러 수동으
로 연결합니다.

2. 설정을 수정할 어댑터를 누르십시오 목록에서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Wi-Fi IP 주소가 IP 주소 상
자에 표시됩니다.

Wi-Fi 네트워크 삭제

수동으로 입력한 네트워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검색된 네트워크는 삭제할 수 없습
니다.

기존 무선 네트워크나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Wi-Fi 를 누릅니다.

2. 무선을 누릅니다.

3. 무선 네트워크 구성 상자에서 삭제하려는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4. 메뉴 > 설정 제거를 누릅니다.

Bluetooth
Bluetooth 용어

Bluetooth 기술을 처음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용어를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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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인증 연결 또는 작업을 수행하려면 숫자로 된 패스키를 입력해야 합
니다.

권한 부여 연결, 액세스 또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입
니다.

결합(장치 관계 설정) 사용자의 장치와 다른 장치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생성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설정되면 두 장치가 한 쌍이 됩니다. 관
계가 설정된 장치에는 인증이나 권한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장치 주소 Bluetooth 장치의 고유한 전자 주소입니다.

장치 검색 다른 Bluetooth 장치의 검색 및 식별입니다.

장치 ID Bluetooth 장치가 다른 장치에 의해 검색될 때 제공하는 이름
입니다.

암호화 데이터 보호 방법입니다.

패스키 다른 장치가 요청한 연결이나 작업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PIM(개인 정보 관리자) 일상 업무 관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모음입니다(예: 연락
처, 달력 및 작업).

프로파일 Bluetooth 설정 모음입니다.

서비스 검색 사용자 장치가 다른 장치와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
는 작업입니다.

Bluetooth 설정 열기

Bluetooth 설정을 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2. 메뉴 > Bluetooth 설정을 누릅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Bluetooth 를 통해 연결하기 전에 USB 를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
결하고 동기화를 설정합니다.

ActiveSync 를 사용하여 Bluetooth 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컴퓨터에 설치된 동기화 소프트웨어 도움말에서 ActiveSync 를 지원하도록 컴퓨터에서 Bluetooth
를 구성하는 지침을 찾아 따릅니다.

2. HP iPAQ 에서 시작 > 프로그램 > ActiveSync 를 누릅니다.

3. 메뉴 > Bluetooth 를 통해 연결을 누릅니다. 장치와 컴퓨터가 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4. Bluetooth 를 통해 이 컴퓨터에 처음으로 연결한 경우 HP iPAQ 에서 Bluetooth 마법사 단계를 완
료하여 컴퓨터와 Bluetooth 파트너 관계를 설정합니다.

5. 동기화를 누릅니다.

6. 동기화가 끝나면 메뉴 > Disconnect Bluetooth(Bluetooth 연결 끊기)를 누릅니다.

힌트: 배터리 전원을 보존하려면 Bluetooth 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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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C 를 사용하여 Bluetooth 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컴퓨터에 설치된 동기화 소프트웨어 도움말에서 Bluetooth 구성에 한 지침을 찾아 따릅니다.

2. HP iPAQ 에서 시작 > 프로그램 > ActiveSync 를 누릅니다.

3. 메뉴 > Bluetooth 를 통해 연결을 누릅니다. 장치와 컴퓨터가 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4. 파트너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릅니다.

5. 컴퓨터에서 Bluetooth 장치가 컴퓨터에 연결을 시도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To allow this
connection(이 연결 허용)을 클릭합니다.

6. 연결을 끊으려면 메뉴 > 연결 끊기를 누릅니다.

Bluetooth 파트너 관계 생성, 종료 및 수락

Bluetooth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장치와 HP iPAQ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두 장
치 간에 Bluetooth 파트너 관계를 생성해야 합니다.

주: Bluetooth 를 지원하는 두 장치 간에 정보를 교환하려면 두 장치에서 Bluetooth 를 켜야 합니다. 장
치가 검색 가능 모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Bluetooth 파트너 관계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Bluetooth 를 누릅니다.

2. 새 장치 추가…를 누릅니다. HP iPAQ 은 Bluetooth 기능을 갖춘 다른 장치를 검색하여 목록에 표
시합니다.

3. 다른 장치의 이름을 누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4. 암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려면 암호 상자에 1 부터 16 까지의 영숫자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
을 누릅니다. 보안 연결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워 두고 다음을 누릅니다.

주: 휴 폰과 파트너 관계를 생성하려면 숫자 암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5. 다른 장치에서 동일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6. 마침을 누릅니다.

7. 파트너 관계에 보다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하려면 My Shortcuts(바로 가기) 아래에서 장치 이름
을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Bluetooth 파트너 관계를 종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Bluetooth 를 누릅니다.

2. 종료할 파트너 관계를 누릅니다.

3. 삭제를 누릅니다.

Bluetooth 파트너 관계를 수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iPAQ 이 검색 가능하고 장치 관계 설정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작 > 설정 > 연결 > Bluetooth > 모드를 누릅니다.

● 다른 장치에서 이 장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관계를 요청하는 장치와의 파트너 관계를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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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키를 요청하면 패스키 상자에 1-16 자의 영숫자 패스키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파트너
관계를 요청하는 장치에도 같은 패스키를 입력합니다. 패스키를 사용하면 보안 수준이 높아집니
다.

4. 마침을 누릅니다.

다른 장치를 검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Bluetooth 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장치에 더 가까이 이동해 보십시오.

● 연결 상 장치가 켜져 있으며 다른 장치에서 해당 장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Bluetooth 파트너 관계 편집

Bluetooth 파트너 관계 이름을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Bluetooth 를 누릅니다.

2. 편집할 파트너 관계를 누릅니다.

3. 편집을 누릅니다.

4. 표시 이름 상자에 파트너 관계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Bluetooth 를 통해 HP iPAQ 을 무선 모뎀으로 사용

Bluetooth 지원 컴퓨터에서 HP iPAQ 을 무선 모뎀으로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기능을 통해 HP iPAQ 을 무선 모뎀으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iPAQ 과 컴퓨터 모두에서 Bluetooth 를 켭니다.

2. HP iPAQ 이 검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시작 > 설정 > 연결 > Bluetooth > 모드를 누릅니다.

● 다른 장치에서 이 장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HP iPAQ 을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Bluetooth 를 통해 장치 관계를 설정합니
다.

4. 장치 관계가 설정되면 HP iPAQ 에서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Bluetooth 서비스를 검색한 후 전화
접속 네트워킹을 선택합니다.

5. 연결을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HP iPAQ 에서 수락을 눌러 연결을 완료합니다.

6. 컴퓨터에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화면이 표시됩니다.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여 적절한 사
용자 이름과 암호를 요청합니다.

7. 전화 걸기 필드에 *99 를 입력한 다음 연결을 누릅니다.

주: 컴퓨터에서 처음에는 HP iPAQ 이 전화 거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잠시 후에는 네트워크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확인하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연결합니다.

HP iPAQ 에 활성 연결을 나타내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주: 아이콘을 누르면 알림이 다시 표시되며 알림을 해제하거나 다시 숨길 수 있습니다. GPRS 아이콘
은 연결이 되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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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장치 프로파일

Bluetooth 가 지원하는 기능을 서비스 또는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다음 프로파일 중 하나
이상을 지원하는 Bluetooth 장치하고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 ActiveSync (ActiveSync over Bluetooth)

● A2DP(고급 오디오 분배 프로파일)

● AVRCP(오디오 비디오 원격 제어 프로파일)

● GAP(일반 액세스 프로파일)

● HFP(핸즈 프리 프로파일)

● HSP(헤드셋 지원 프로파일)

● HID(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프로파일)

● GOEP(일반 개체 교환 프로파일)

● OPP(개체 푸시 프로토콜)

● PAN(개인 영역 네트워킹) 프로파일

● SPP(직렬 포트 프로파일)

● DUN(전화 접속 네트워킹) 프로파일

서비스 액세스

액세스 서비스에 권한 부여가 필요하도록 선택하면 각 연결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HP iPAQ 에서 연결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항상 표시됩니다.

서비스 액세스를 위한 권한 부여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2. 메뉴 > Bluetooth 설정을 누릅니다.

3. 장치, 모드, COM 포트 중 활성화하려는 서비스를 누릅니다.

Bluetooth 공유 폴더 설정

다른 장치에서 사용자의 HP iPAQ 에 연결할 때 액세스할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2. 메뉴 > Bluetooth 설정을 누릅니다.

3. 파일 전송을 누릅니다.

4. 전송된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루트 디렉토리 상자에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수신 또는 송신 Bluetooth COM 포트 설정

수신 또는 송신 Bluetooth COM 포트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iPAQ 이 Bluetooth 를 통해 다른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3. 메뉴 > Bluetooth 설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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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 포트를 누릅니다.

5. 새 수신 포트 또는 새 송신 포트를 누릅니다.

주: 새 송신 포트는 하나 이상의 Bluetooth 장치가 직렬(COM) 연결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6. 목록에서 번호가 매겨진 COM 포트를 선택합니다.

주: 포트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는 포트가 사용 중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번호의 포트를
선택합니다.

7. 이 COM 포트에서의 통신을 HP iPAQ 이 Bluetooth 파트너 관계를 맺은 장치로만 제한하려면 보
안 연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마침을 누릅니다.

GPRS/EDGE/HSDPA
GPRS/EDGE

GPRS/EDGE 기술을 통해 웹 검색, MMS 메시징 또는 회사 네트워크 액세스에 사용되는 휴 폰 네트
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 EDGE 는 개선된 GPRS 기술로 GPRS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이는
SMS/MMS 메시지 주고 받기, 동영상 클립 공유와 같은 전화 멀티미디어 기능을 더욱 빠른 속도로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DGE 기술이 지원되는지 알아보려면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
오. 서비스 공급자에서 EDGE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HP iPAQ 은 GPRS 로 기본 설정됩니
다.

HSDPA
HSDPA(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는 3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향상시킨 것으로 데이터 압축률이 우수합니다. HP iPAQ 은 고속 다
운로드에 WCDMA 를 사용하는 HSDPA 3.6 ~ 7.2mbps 를 지원합니다. 또한 HP iPAQ 은 3 가지의 서
로 다른 주파수 역(850/1900/2100)을 통해 WCDMA 를 지원합니다. WCDMA 또는 HSDPA 를 사용
할 수 있을 경우 장치는 WCDMA 또는 HSDPA 를 사용할 수 없을 때 GSM/GPRS/EDGE 로 되돌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HP iPAQ 은 3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역(850/1900/2100)에서 WCDMA/HSDPA
도 지원합니다.

GSM 기술과 GPRS/EDGE/WCDMA/3G 기술의 차이점

GSM 기술은 보통 음성 통화 및 텍스트 메시지에 사용되는 반면 GPRS/EDGE/WCDMA/3G 기술은 웹
검색,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또는 회사 네트워크 액세스에 사용될 수 있는 휴 폰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주: GPRS/EDGE/WCDMA/3G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휴 폰 서비스에 추
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데이터 서비스 및 비용은 휴 폰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오.

GPRS 네트워크 설정 구성

처음으로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HP iPAQ DataConnect 가 자동으로 전화 네트워크 및 통신업체
를 감지하고 GPRS 연결 정보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네트워크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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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S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HP iPAQ DataConnect 를 누릅니다.

2. 통신업체 드롭다운 목록에 해당 통신업체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 설정을 편집합니다.

인터넷 연결 편집

인터넷 연결을 편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GPRS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편집… > 모뎀을 누릅니다.

4. 표시된 목록에서 원하는 ISP 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5. 연결 이름 입력 상자에 서비스 공급자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액세스 지점 이름 상자에 연결하려는 상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
다.

7.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8. 해당 ISP 에서 제공했을 경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9. 마침을 누릅니다.

또는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인터넷 연결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GPRS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새로 만들기… > 모뎀을 누릅니다.

4. 설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참조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5. 모뎀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6. 연결 이름 입력 상자에 서비스 공급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모뎀 선택 목록에서 해당 모뎀을 선택합니다.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모뎀 선택 목록에서 휴 폰 회선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c. 해당 국가/지역 및 지역 번호를 입력합니다.

d. 전화 번호 상자에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모뎀 선택 목록에서 휴 폰 회선(GPRS, 3G)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c. 액세스 지점 이름 상자에 연결하려는 상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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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9. 해당 ISP 에서 제공했을 경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MMS 설정 편집

인터넷 연결을 편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MMS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편집… > 모뎀을 누릅니다.

4. 표시된 목록에서 원하는 ISP 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5. 연결 이름 입력 상자에 서비스 공급자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액세스 지점 이름 상자에 연결하려는 상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
다.

7.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8. 해당 ISP 에서 제공했을 경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9. 마침을 누릅니다.

또는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인터넷 연결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MMS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새로 만들기… > 모뎀을 누릅니다.

4. 설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참조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5. 모뎀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6. 연결 이름 입력 상자에 서비스 공급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모뎀 선택 목록에서 해당 모뎀을 선택합니다.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모뎀 선택 목록에서 휴 폰 회선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c. 해당 국가/지역 및 지역 번호를 입력합니다.

d. 전화 번호 상자에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모뎀 선택 목록에서 휴 폰 회선(GPRS, 3G)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c. 액세스 지점 이름 상자에 연결하려는 상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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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9. 해당 ISP 에서 제공했을 경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WAP 정보 설정 편집

인터넷 연결을 편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WAP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편집… > 모뎀을 누릅니다.

4. 표시된 목록에서 원하는 ISP 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5. 연결 이름 입력 상자에 서비스 공급자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액세스 지점 이름 상자에 연결하려는 상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
다.

7.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8. 해당 ISP 에서 제공했을 경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9. 마침을 누릅니다.

또는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인터넷 연결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WAP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새로 만들기… > 모뎀을 누릅니다.

4. 설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참조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5. 모뎀 >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6. 연결 이름 입력 상자에 서비스 공급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모뎀 선택 목록에서 해당 모뎀을 선택합니다.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모뎀 선택 목록에서 휴 폰 회선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c. 해당 국가/지역 및 지역 번호를 입력합니다.

d. 전화 번호 상자에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모뎀 선택 목록에서 휴 폰 회선(GPRS, 3G)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c. 액세스 지점 이름 상자에 연결하려는 상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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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9. 해당 ISP 에서 제공했을 경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동 감지 문제 해결

자동 감지 설정에 실패한 경우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완료하십시오.

● HP iPAQ 에 SIM 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SIM 카드를 삽입하고 응용프로그
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 SIM 카드 및 SIM 슬롯의 금속 접촉 부분에 연결에 방해가 되는 잔류물 또는 먼지가 덮여 있지 않
은지 확인합니다.

● HP iPAQ DataConnect 응용프로그램에서 해당 국가/지역 및 통신업체 이름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설정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HP iPAQ DataConnect 응용프로그램에서 드롭다운 목록에 해당 통신업체 이름이 없을 경우 통
신업체 상자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 목록에 해당 통신사 이름을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고급 설정

인트라넷 URL 에 연결

URL 에 마침표가 포함되는 인트라넷 사이트(예: intranet.companyname.com)에 연결하려면 URL 을 회
사 URL 예외 목록에 추가합니다.

인트라넷 URL 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예외…를 누릅니다.

2. 새 URL 추가…를 누릅니다.

3. 회사 URL 에서 인트라넷 URL 을 입력합니다.

주: 동일한 루트 회사 이름을 공유하는 많은 URL 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신
*.companyname.com 이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트라넷 URL 변경

인트라넷 URL 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예외를 누릅니다.

2. 변경할 인트라넷 URL 예외를 누른 다음 원하는 로 변경합니다.

주: 회사 URL 예외를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해당 URL 을 누른 채 삭제를 누릅니다.

연결에 해 자동 연결 옵션 설정

이미 두 개 이상의 연결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 HP iPAQ 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연결로 자동 연결하
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해 자동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작업을 누릅니다.

2. My ISP(ISP) 또는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 아래에서 새 모뎀 연결 추가를 눌러 연결을
새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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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을 새로 생성한 후 My ISP(ISP) 또는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 아래에서 기존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4. 자동 선택을 누릅니다.

주: 자동 선택 옵션을 사용하려면 두 개 이상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WAP 게이트웨이 설정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WAP) 사이트에 액세스하려면 WA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장치를 구성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ISP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 이름

● 암호

● ISP 서버 전화 번호

● WAP 게이트웨이 서버 IP

● 포트 번호

WAP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 > 편집…을 누른 후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
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WAP 을 편집합니다. 프록시 서
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2. 프록시 설정 탭에서 이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결 및 이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연결을 위해 프록
시 서버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할 경우 프록시 서버 상자에 프록시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고급 > WAP 를 누릅니다.

5. 서버 상자에 WAP 게이트웨이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포트 아래에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
장 일반적인 WAP 포트 번호는 9201 입니다.

6. WAP 게이트웨이 서버가 요구하는 로그인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고급 프록시 설정 구성

고급 프록시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 > 편집…을 누른 후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
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iPAQ WAP 을 편집합니다. 프록시 서
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2. 프록시 설정 탭에서 이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결 및 이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연결을 위해 프록
시 서버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할 경우 프록시 서버 상자에 프록시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적절한 서버 유형에 해 프록시 서버 이름 및 포트를 입력합니다.

5. 필요하면 프록시 서버와의 연결을 위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6. 고급 > Socks 를 누릅니다.

7. Socks 4 또는 Socks 5 를 선택합니다. Socks 5 를 사용할 경우 프록시 서버와의 연결을 위한 자
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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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연결 설정

고급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고급 > 네트워크 선택을 누릅니다.

2. ISP 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My ISP(ISP)를 선택하고,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에 프록시 서버가 필요한 경우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 편집… 또는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3. 연결 화면에서 고급 > 전화 걸기 규칙을 누릅니다.

4. 위치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작업을 피하려면 전화 걸기 규칙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주: 전화 걸기 규칙 화면에서 편집을 눌러 전화 걸기 규칙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
려면 이름, 국가 코드, 지역 코드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URL 예외를 만들려면 예외 > 새 URL 추가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VPN 서버 연결 설정

VPN 연결을 사용하면 회사 네트워크 등의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합니다.

● 사용자 이름

● 암호

● 도메인 이름

● TCP/IP 설정

● VPN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 > 작업을 누릅니다.

2.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에서 새 VPN 서버 연결 추가를 누르고 새 연결 만들기 마법사
의 지침을 따릅니다.

3. 부분의 환경에서는 고급 설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고급 설정
을 변경해야 합니다.

● 연결하려는 상 서버가 동적 할당 주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해당 TCP/IP 설정을 입력해야 할
경우

● 서버 DNS 또는 WINS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VPN 화면에서 고급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VPN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마법사나 설정 변경 중에 표시되는 화면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릅니다.

연결 그룹 이름 변경

장치에는 My ISP(ISP) 및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라는 두 개의 연결 설정 그룹이 이미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y Work Network
Connections(회사 네트워크 연결) 아래에 모든 회사 설정을 추가했을 경우 이 설정 그룹의 이름을 회
사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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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그룹 이름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연결을 누릅니다.

2. My ISP(ISP) 또는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 아래에서 새 모뎀 연결 추가를 눌러 연결을
새로 생성합니다.

3. 연결을 새로 생성한 후 My ISP(ISP) 또는 My Work Network(회사 네트워크) 아래에서 기존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4. 일반을 누릅니다.

5. 설정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연결 종료

HP iPAQ 에서 연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활성 연결을 종료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면 연결 요금을 절
약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을 통해 연결했을 경우 HP iPAQ 에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Bluetooth 를 통해 연결했을 경우 시작 > 설정 > 연결 > 무선 접속 관리자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Bluetooth 를 눌러 Bluetooth 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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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바일용 Google Maps™

Google Maps 는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Google 이 제공하는 매핑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거리 지도, 도로 경로 계획 및 도시 건물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Google Maps 는 사용자가 보다 멋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실시간 교통 정보 – 미국의 30 개 주요 도시 지역에서 교통 혼잡 지역을 식별하고 예상 지연 시간
을 알려 줍니다.

● 자세한 안내 – 도보 또는 운전 시 단계적인 지침과 함께 지도를 표시합니다.

● 통합 검색 결과 – 지역 내 상업 지구 및 동일한 지역의 모든 연락처 정보를 지도에 통합하여 보여
줍니다.

● 지도에서 손쉬운 위치 이동 – 목적지를 찾아 보기 위해 지도를 확  및 축소하거나 원하는 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인공 위성 영상 – 원하는 지역의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 Google 에서는 모바일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측에서 응용프로그램(한
정된 데이터 플랜 포함 또는 데이터 플랜 비포함) 다운로드 및 사용에 해 데이터 서비스 요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의 경우 월정 요금을 내고 이용 가능한 무제한 데이터 플랜에 해서는 해당 모
바일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십시오.

Google Maps 시작 및 탐색
Google Maps 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Google Maps 를 누릅니다.

2. Terms and Conditions(사용권 계약) 화면에서 수락을 누릅니다.

3. 정보 화면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Google Maps 를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Google Maps 를 누릅니다.

2. 메뉴 > Directions…(안내…)를 누릅니다.

3. From Location(출발 지점) 상자에는 현재 위치를, To Location(도착 지점) 상자에는 목적지를 입
력합니다.

4. 확인을 누르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주: Google Maps 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시작 > Google Maps > 메뉴 > 도움말 > 팁을 누릅
니다.

Google Search
Google Mobile Web Search 를 사용하면 휴 폰 및 휴  장치용으로 특별 제작된 웹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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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earch 시작

Google Search 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Google Search 를 누릅니다.

2. 검색 상자에 검색 조건을 입력합니다.

3. 검색을 눌러 검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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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HP iPAQ 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 사용

1. HP iPAQ 을 설정합니다.

2. HP iPAQ 에서 http://www.hp.com 등과 같은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지 확
인합니다.

3. HP iPAQ 의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 GPS 지도가 저장된 위치(예: 장치 또는 메모리 카드)로 이동한 후 내비게이션 응용프로그램을 실
행합니다.

주: 응용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국가/지역마다 다르므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제
공하는 자세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차량이나 기타 장소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도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도구
를 사고, 인체 상해, 재산 손해 또는 시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보호,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안전 운전에 한 주의 역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합니다. 운전 중
에는 이 제품을 작동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작동하려면 먼저 차량을 주차하십시오. HP iPAQ GPS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자동차 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에서 오랜 시간 동안 GPS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는 경우 자동 어댑터를 사용하여 HP iPAQ 을
충전하십시오.

주: 해당 HP iPAQ 과 호환되는 메모리 카드에 모든 GPS 지도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
게 하면 전원이 손실되거나 HP iPAQ 을 클린 리셋해야 할 경우 지도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S 소프트웨어 사용 시 간섭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간섭 유형 예방법

내열 유리 창이 설치된 차량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나 내열 유리창이 아닌 자동차의 시
보드에 HP iPAQ 을 배치합니다.

휴 폰 또는 무선 주파수(RF) 에너지나 강한 전자기를 방사하
는 장비(예: 전자레인지, 고출력 무선 전화, CB 라디오, 무전

기, HAM 장비 또는 엑스레이 및 MRI 기기)

간섭을 발생하는 기기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그러한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높은 건물, 형 나무,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 하늘이 잘 보이도록 시야 장애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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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응용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를 통해 HP iPAQ 에서 좋아하는 MP3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클
립을 녹음하여 가족 및 친구에게 첨부 파일로 전송하거나, Office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및 문서도 볼 수 있습니다.

HP 응용프로그램

HP Help and Support
HP Help and Support 응용프로그램은 HP iPAQ 을 보다 쉽게 보고 액세스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 줍
니다.

HP Help and Support 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HP Help and Support 를 누릅니다.

2. 추가 정보를 보려면 해당 HTML 링크를 누릅니다.

● 모델 및 일련 번호 – 제품의 일련 번호, 모델 ID, 제품 ID 및 IMEI 번호를 표시합니다.

● HP iPAQ Quick Tips – HP iPAQ 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여 주는 HP iPAQ Tips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도움말 항목 – 도움말 항목 화면을 표시합니다. 각 도움말 항목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기능 및 절차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객 지원 – 자세한 정보 표를 표시합니다. 이 표에는 도움말 항목 제목과 해당 항목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 시스템 세부 정보 – 시스템, 통합 모듈 및 연결된 부속품에 한 제조업체, 펌웨어 버전, 드라
이버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등과 같은 정보를 보여 주는 HP Asset Viewer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 응용프로그램 이름, 버전 번호 및 저작권 정보를 보려면 정보를 누릅니다.

HP VoiceReply
HP VoiceReply 를 사용하면 전자 우편 메시지에 음성으로 회신하거나 새로운 전자 우편 메시지를 작
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HP VoiceReply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보낸 사람에게 회신

● 전체 회신

●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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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보기를 통해 HP VoiceReply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List View(목록 보기) – 받은 편지함의 메시지 목록을 다시 볼 경우

● Read View(읽기 보기) – 받은 편지함의 메시지 목록에서 특정 메시지를 읽을 경우

● Compose View(작성 보기) – 새 전자 우편 메시지를 작성, 전자 우편 메시지에 회신 또는 전자 우
편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HP VoiceReply 는 HP iPAQ 에서 Outlook 계정, POP3 계정 또는 iMAP4 계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
니다.

HP VoiceReply 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전자 우편 메시지를 새로 작성하거나, 메시지에 회신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메뉴 >
HP VoiceReply 를 누르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Reply to Sender(회신) – 처음 전자 우편을 보낸 사람에게만 회신합니다.

● Reply to All(전체 회신) – 처음 전자 우편 메시지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회신합니다.

● 전달 – 받는 사람 모두에게 회신 내용과 함께 처음 전자 우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 세 하위 메뉴 옵션(Reply to Sender(회신), Reply to All(전체 회신) 및 전달)은 목록 보기와
읽기 보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그 다음, 녹음 창에서  (녹음) 단추를 눌러 메시지를 녹음합니다.

3.
메시지 녹음을 모두 마쳤으면  (중지) 단추를 누릅니다.

4. 녹음된 메시지가 전자 우편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5. 필요한 경우 짧은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전자 우편에서 편집 가능한 필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 보내기를 눌러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HP iPAQ Setup Assistant
HP iPAQ Setup Assistant 를 통해 HP iPAQ 의 구성 설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HP iPAQ Setup Assistant 는 컴퓨터에 설정을 저장하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언제든 HP iPAQ 의 구
성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HP iPAQ Setup Assistant 를 사용하여 HP iPAQ 의 설정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복원하고 제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HP iPAQ Setup Assistant 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구성을 관리하고 그러한 구성을 HP iPAQ 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 생성, 기존 설정 수정, 선택한 구성 삭제 또는 선택한 설정을
HP iPAQ 에 적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Getting Started CD 에 들어 있는 HP iPAQ Setup Assistant 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탭을 선택하여 설정을 구성합니다.

● 소유자 정보 – 사용자 및 HP iPAQ 에 한 식별 정보 및 참고 사항을 입력합니다. HP iPAQ 을 분
실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 – 무선 네트워크 설정은 회사, 가정 또는 다른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필
요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 프록시 – 프록시 서버는 두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하여 공격자가 개인 네트워크에 침입하지 못하
도록 합니다. 프록시 설정을 입력하여 네트워크에 한 프록시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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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우편 – 전자 우편 설정은 인터넷 전자 우편 계정에 연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구
성을 지정합니다.

● Exchange Server – Exchange Server 는 외부에서 전자 우편, 일정, 연락처, 작업 및 기타 사서함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사용됩니다. HP iPAQ 에서 Outlook 을 설정하여 해당 조직의 Exchange
Server 와 직접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다이얼 – HP iPAQ Setup Assistant 는 HP iPAQ 에서 단축 다이얼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도
록 도와 줍니다.

주: 첫 번째 단축 번호 항목은 주로 전화 서비스 공급자의 음성 메일 또는 긴급 응답용입니다.

● 브라우저 즐겨찾기 – HP iPAQ Setup Assistant 를 사용하여 즐겨찾기 URL 목록을 생성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HP iPAQ 에서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여 이러한 URL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마침 – 새로운 구성인 경우 마침을 누른 후 구성 이름과 선택 사항인 암호를 입력한 다음 구성 저
장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기존 구성인 경우 기존 이름 및 암호가 사용됩니다.

HP Shortcuts

HP Shortcuts 사용

HP Shortcuts 를 사용하면 HP iPAQ 에서 자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나 기능의 바로 가기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P Shortcuts 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HP Shortcuts 를 누릅니다.

주: 오늘 화면에서 오른쪽 소프트 키를 눌러 HP Shortcuts 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2. 스크롤하여 사용하려는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주: 응용프로그램 이름 옆에 표시된 번호를 눌러 응용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여 해당 응용프로그램으로 스크롤한 다음 키패드에서  키를
눌러도 됩니다.

HP Shortcuts 편집

기본 바로 가기 목록을 편집하거나 새로운 바로 가기를 만들어 기존 목록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편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Shortcuts 목록에서 편집하려는 바로 가기로 스크롤한 다음 메뉴 > 편집을 누릅니다.

2.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한 기본 바로 가기를 변경하려면 Select new target(새 상 선택)을 선택
합니다.

3. 작업, 프로그램, Web Links(웹 링크) 또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을 누릅니다.

4. 바로 가기를 만들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응용프로그램이 Shortcut Name(바로 가기 이름) 상자에 표시됩니다. 저장을 눌러 바로 가
기 목록에 응용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저장합니다.

주: 이름을 수정하려면 Shortcut name(바로 가기 이름) 상자에서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저장
을 눌러 수정한 이름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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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iPAQ DataConnect
처음으로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HP iPAQ DataConnect 응용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 네트워크
및 통신업체를 감지하여 GPRS/EDGE 설정을 구성합니다.

데이터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연결 > HP iPAQ DataConnect 를 누릅니다.

2. 국가 및 통신업체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눌러 선택된 통신사에 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
다.

3. GPRS 를 사용하여 인터넷 연결을 시도할 때마다 데이터 설정이 검색됩니다.

주의: 휴 폰 서비스 공급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 매개변수를 편집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HP Asset Viewer
HP Asset View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스템, 통합 모듈 및 연결된 부속품에 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P Asset Viewer 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HP Asset Viewer 를 누릅니다.

2. 추가 시스템 정보를 보려면 해당 탭을 누릅니다.

● ID 탭 – 일련 번호 및 사용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 메모리 탭 – HP iPAQ 에 설치된 ROM 과 RAM 에 한 장치 메모리 크기가 표시됩니다. 또
한 플래시 칩 종류와 플래시 블록 크기도 표시됩니다.

● 버전 탭 – ROM, OS, BootLoader, XIP 등의 버전 번호가 표시됩니다.

● 디스플레이 탭 – 화면 색상, 크기, 색상 깊이, 디스플레이 유형 및 패널 유형 등이 표시됩니
다.

● 시스템 탭 – 제조업체, 제품 ID, 모델 ID, 프로세서 종류, 언어 및 국가 ID 가 표시됩니다.

● 카메라 탭 – 해상도, 카메라 드라이버 등과 같은 카메라 정보가 표시됩니다.

● 키보드 탭 – 하드웨어 버전 및 키보드 드라이버가 표시됩니다.

● Bluetooth 탭 – Bluetooth 의 라디오 상태, 펌웨어 버전, 드라이버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및
MAC 주소가 표시됩니다.

● WLAN 탭 – WLAN 의 라디오 상태, 펌웨어 버전, 드라이버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및 MAC
주소가 표시됩니다.

● GSM 탭 – GSM 의 전화 상태, 라디오 펌웨어 버전 및 IMEI 번호가 표시됩니다.

● GPS 탭 – 내부 GPS 및 외부 GPS 의 라디오 상태, 제조업체, 펌웨어 버전, 드라이버 버전 및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 확장 ROM 탭 – 확장 ROM 에 있는 iPAQ 사용자 지정 소프트웨어에 한 정보가 표시됩니
다(일부 장치에만 해당됨).

HP CertEnroller
HP CertEnroller 는 새로운 인증서를 검색하고 등록하기 위한 향상된 보안 기능입니다. 이 응용프로그
램을 통해 인증서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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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P CertEnroller 는 Active Directory 및 장치 데이터 저장소에서 인증서 유형을 가져옵니다. 인증
서를 검색하려면 서버 이름을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해야 합
니다.

HP CertEnroller 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HP CertEnroller 를 누릅니다.

2. 화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서버 이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눌러 서버에서 인
증서를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3. 인증서를 가져왔으면 메뉴 > 취소를 눌러 끝냅니다.

주: 응용프로그램 개요, 응용프로그램 이름, 버전 번호 및 저작권 정보를 보려면 메뉴 > 정보를 누릅
니다. Certificate Enroller 응용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인증서 등록 화면에서 시작 > 도
움말을 누릅니다.

HP iPAQ Tips
HP iPAQ Tips 는 HP iPAQ 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HP iPAQ 을 켤 때마다 화면에 정보가 표시됩니다. 메뉴 >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 정
보가 표시됩니다.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해제를 누릅니다. 시작 > 프로그램 > HP Help and
Support > HP iPAQ Quick Tips 를 눌러 HP iPAQ Tips 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힌트: 또한 시작 > 프로그램 > HP iPAQ Tips 를 눌러 HP iPAQ Tips 응용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HP iPAQ Mobile Broadband Connect
HP iPAQ Mobile Broadband Connect 를 사용하면 해당 데이터와 Wi-Fi 지원 iPAQ 을 사용하여 컴퓨
터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과 지침을 다운로드하려면 http://hp.com/go/
mobilebroadbandconnect 를 방문하십시오.

HP Enterprise Mobility Agent

 HP Enterprise Mobility Agent 는 HP Enterprise Mobility Suite 에 포함되어 있으며 HP iPAQ

을 원격으로 손쉽게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HP Enterprise Mobility Agent 는
사용 허가된 HP Enterprise Mobility server(별도 판매)에서 원격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http://www.hp.com/go/ems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거나, IT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현재 회사에서
HP Enterprise Mobility Suite 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HP Enterprise Mobility Suite 는 모
바일 서비스 구성, 장치 진단, 응용프로그램 추가/제거, 분실 및 도난에 비한 장치 잠금/잠금 해제/지
우기 등을 원격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P iPAQ File Store
HP iPAQ 의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iPAQ File Store 폴더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iPAQ File Store 폴더에 저장된 프로그램 및 파일은 HP iPAQ 에서 전체 재설정을 실행하더
라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HP iPAQ File Store 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저장할 파일을 iPAQ File Store 폴더에 복사합니다.

2. 시작 > 프로그램 > 파일 탐색기 > iPAQ File Store 를 누릅니다.

3. 편집 >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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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iPAQ File Store 에는 시스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HP 라는 특별한 폴더가 있을 수 있습
니다. HP 폴더에 새 파일을 저장하거나 기존 파일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주: iPAQ File Store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폴더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리 크기를 확인하려면 시작 > 설정 > 시스템 > 메모리 > 저장소 카드를 누른
다음 목록에서 iPAQ File Store 를 선택합니다.

HP iPAQ Ring Tone Manager
HP iPAQ Ring Tone Manager 응용프로그램은 HP iPAQ 에 벨소리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합니
다.

벨소리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벨소리 > 추가를 누릅니다.

2. iPAQ 벨소리 화면의 장치에 추가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아래에,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wav, *.mid, *.mp3 파일이 표시됩니다.

3. 필요한 벨소리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새로 추가한 벨소리를 재생하려면  (재생) 단추를 누릅니다. 벨소리 재생을 중지하려면  (중지)
단추를 누릅니다.

벨소리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벨소리 > 제거를 누릅니다.

2. iPAQ 벨소리 화면의 장치에서 제거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제거할 벨소리를 선택합니
다.

3. 제거를 누릅니다.

주: HP iPAQ Ring Tone Manager 응용프로그램에서는 벨소리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작업만 가능합
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에는 파일을 현재 벨소리로 지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인증서 관리
인증서를 관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인증서를 누릅니다.

2. 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 개인 탭에는 개인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 Intermediate(중개) 탭에는 중개 인증 기관이 표시됩니다.

● 루트 탭에는 루트 인증 기관이 표시됩니다.

주: 인증서 정보를 보려면 각 탭에서 필요한 인증서를 누릅니다.

iPAQ 오디오
iPAQ 오디오는 오디오 출력 및 마이크에 한 설정을 지정, 조정 및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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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출력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iPAQ 오디오 > 오디오 출력을 누릅니다.

2. 저음 수준을 변경하려면 저음 보강 슬라이더를 움직이고, 고음 효과를 조정하려면 고음 조절 슬
라이더를 움직입니다.

3. 원래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기본값 복원을 누릅니다.

마이크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iPAQ 오디오 > 마이크를 누릅니다.

2. 마이크 화면에서 AGC 활성화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여 마이크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주: 자동 게인 컨트롤(AGC)을 활성화하면 시스템에서 게인 수준을 조정합니다.

3. 미리 설정되어 제공되는 무소음, 일반, 소음 모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4.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해당 모드에 한 설정 값을 조정합니다.

Keyguard
Keyguard 응용프로그램은 iPAQ 터치 스크린과 키를 비활성화하여 장치나 장치의 기능이 실수로 실
행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Keyguard 응용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시작 > 설정 > 개인 > 단추 > 잠금 > Keyguard 활성화 > 확
인을 누릅니다.

주: 장치가 기 모드로 들어가면 Keyguard 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Keyguard 응용프로그램을 비활성화하려면 Keyguard 활성화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한 후 확인을 누
릅니다.

키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는 장치의 단추를 눌러도 해당 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터치
스크린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화면에 표시된 설명에 따라 비활성
화 절차를 수행합니다.

주: 전화가 와도 Keyguard 는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전화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 Keyguard 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응급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응급 번호를 입
력한 후  (응답/전송) 키를 누릅니다.

음성 명령
음성 명령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P iPAQ 에서 연락처를 검색하고, 이름으로 연락처에 전화를 걸
며, 일정 정보를 보고, 음악을 재생 및 제어할 수 있으며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24페이지의 음성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힌트: 음성 명령 응용프로그램은 시작 > 프로그램 > 음성 명령을 누르거나, HP iPAQ 우측면 패널
에서 음성 명령 키를 눌러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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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
시작 메뉴에서 Internet Explorer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다음 옵션을 제공하는
iPAQ 사용자 지정 홈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iPAQ software –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
신 업데이트 및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찾아 보십시오.

● iPAQ Mobile – 제품, 지원 및 기타 iPAQ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 Windows Mobile – Windows Mobile 소프트웨어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iPAQ accessories – HP 온라인 스토어에서 HP iPAQ 핸드헬드 부속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
다.

● HP shopping – 데스크톱, 랩탑,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TV 및 잉크, 토너 카트리지 등을 HP 에
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 이러한 옵션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각 아이콘은 해당 웹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웹 페이지가 열립니
다.

Remote Desktop Mobile
원격 데스크톱 모바일을 사용하여 Windows 터미널 서버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서버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서버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원격 데스크톱 모바일시작 > 프로그램 > 원격 데스크톱 모바일을 누릅니다.

2. 컴퓨터 상자에 터미널 서버 이름이나 TCP/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해당 상자에 사용자 이름, 암호,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4. 연결을 누릅니다.

옵션 > 디스플레이를 눌러 색상 옵션을 256 색 또는 하이 컬러(16 비트)로 설정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보거나 iPAQ 화면 크기에 맞추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터미널 서버에 연결했으면 오른쪽 소프트 키를 눌러 전체 화면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 사운드를 눌러 원격 데스크톱 사운드를 설정합니다. 음을 소거하거나, 원격 컴퓨터에서 소리를
재생하거나, 해당 장치에서 소리를 재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edia Player
Windows Media Player 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또는 이동 중에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Windows Media Player 를 통해 휴 폰이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 프로그램 > Windows Media 를 눌러 Windows Media Player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전체 기능의 목록 및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crosoft.com/windowsmedia 를 참조하십시오.

주: 보호된 파일은 무단 사용 및 재생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센스로 보호된 디지털 미디어 파일입니
다. 라이센스는 DRM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 및 관리됩니다. HP iPAQ 은 OMA 1.0 forward lock DRM 버
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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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생 목록 지우기

시작 > 프로그램 > Windows Media 를 누른 다음 지금 재생을 선택합니다.

지금 재생 목록에 현재 재생 중인 파일과 다음 재생을 위해 기 중인 파일이 표시됩니다. 지금 재생 목
록을 지워 재생 목록에서 모든 항목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생 목록을 지우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라이브러리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지금 재생 범주를 선택하여 지금 재생 화면을 표시합니
다. 재생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재생을 선택하여 지금 재생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지금 재생 화면에서 메뉴 > 지금 재생 목록 지우기를 누릅니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부분의 경우 Windows Media Player Mobile 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사용자의 라이브러리를 업데이
트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HP iPAQ 이나 이동식 저장소 카드에 복사한 새 파일에 연결되도록 수동으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라이브러리 화면이 아닌 경우 메뉴 >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2. 라이브러리 화면에서 메뉴 >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3. 파일이 추가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완료를 누릅니다.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미디어 파일 재생

Voice Command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P iPAQ 에서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HP iPAQ 에서 음성 명령 키를 누릅니다.

2. HP iPAQ 을 얼굴에서 10cm 떨어진 지점에 놓고,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려면 Play Music(Media
File Name)(음악 재생(미디어 파일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주: Play Music(음악 재생) 음성 명령은 재생 목록에 있는 미디어 파일만 재생합니다.

주: 미디어 파일을 일시 중지하거나 계속 재생하려면 음성 명령 키를 누르고 일시 중지/계속이
라고 말합니다.

Office Mobile 응용프로그램

Word Mobile
Word Mobile 에서 문서 및 템플릿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및 템플
릿을 .doc, .rtf, .txt 및 .dot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Word Mobile 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서 작성한 Word 문서 및 템플릿 편집

● Pocket Word(*.psw) 문서 열기 및 편집

주: 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doc, .rtf, .txt 또는 .dot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Word Mobile 에 액세스하려면, 시작 > Office Mobile > Word Mobile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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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옵션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새 문서 작성 또는 기존 문서 편집

● 문서 서식 지정

● 맞춤법 검사 및 문서의 단어 수 세기

● 문서 저장, 이동, 이름 바꾸기 또는 삭제

● 전자 우편 또는 Bluetooth 를 통해 문서 보내기

Excel Mobile
HP iPAQ 에서 Excel Mobile 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 및 템플릿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cel Mobile 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워크시트에 개체로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워크시트에 배치할 수 있는 차트 및 그래픽 보기, 편집
및 작성

● 수식 및 함수를 입력한 다음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원하는 정보의 하위 집합 표시

● 창 분할로 동시에 워크시트의 여러 부분 표시

● 워크시트의 맨 위 및 맨 왼쪽 창을 고정하여 시트를 스크롤해도 행 및 열 레이블이나 기타 데이터
가 보이도록 함

Excel Mobile 에 액세스하려면, 시작 > Office Mobile > Excel Mobile 을 누릅니다.

워크시트 구성 및 서식 지정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워크시트를 열고 메뉴를 누릅니다.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외에도 메뉴의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사용하여 셀 붙여넣기

● 셀 내용 지우기 및 셀 서식 적용

● 통합 문서에서 새로운 셀, 차트, 기호, 함수 삽입 및 이름 정의

● 행 및 열 크기 설정. 셀 정렬, 텍스트 글꼴 및 스타일 설정, 셀 테두리 설정

● 새 워크시트 작성 및 기존 워크시트 저장, 이름 바꾸기 또는 삭제

● 전자 우편 또는 Bluetooth 를 통해 워크시트 보내기

PowerPoint Mobile
컴퓨터에서 작성한 슬라이드 쇼 프레젠테이션을 PowerPoint Mobile 을 사용하여 열고 볼 수 있습니
다.

PowerPoint Mobile 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우편 메시지에서 프레젠테이션 열기

● 파일 공유 또는 인터넷에서 프레젠테이션 다운로드

● 저장소 카드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HP iPAQ 에 복사

주: PowerPoint ‘97 이상에서 작성된 *.ppt 또는 *.pps 형식의 슬라이드 쇼를 장치에서 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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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iPAQ 에서 지원되지 않는 PowerPoint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슬라이드에 해 기록된 노트는 볼 수 없습니다.

● PowerPoint Mobile 은 뷰어 전용이므로 슬라이드를 재배치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PowerPoint Mobile 에 액세스하려면, 시작 > Office Mobile > PowerPoint Mobile 을 누릅니다.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옵션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드 쇼 설정

● 프레젠테이션 이름 바꾸기, 이동, 삭제 또는 복사본 작성

● 전자 우편 또는 Bluetooth 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보내기

게임

Bubble Breaker
Bubble Breaker 는 화면에서 같은 색상의 여러 공을 삭제하는 게임입니다. 공이 적게 남을수록 점수
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게임 > Bubble Breaker 를 누릅니다.

2. 새 게임을 눌러 새로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주: 기존 게임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3. 메뉴 > 통계를 눌러 관련 항목을 표시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4. 메뉴 > 옵션…을 눌러 게임에 한 설정을 편집합니다.

주: 삭제한 공을 다시 복원하려면 메뉴 > 이동 취소를 누릅니다.

게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게임 > Bubble Breaker 를 누릅니다.

2. 새 게임을 눌러 새로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3. 주위에 있는 다른 공들과 같은 색상의 공을 선택합니다.

4. 비슷한 색상의 공을 두 번 눌러 화면에서 공을 삭제합니다.

카드놀이

카드 놀이는 카드 묶음에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여 에이스부터 시작하여 오름차순으로 짝패 스택 네
개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모든 카드가 짝패 스택에 놓이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게임 > 카드놀이를 누릅니다.

2. 새 게임을 시작하려면 메뉴 > 새 게임을 누릅니다.

3. 이동하려는 카드를 누른 상태로 카드를 옮겨 놓으려는 카드 스택으로 끌어 놓습니다.

4. 일곱 개의 스택 중 에이스가 있으면 화면 위쪽에 있는 네 개의 카드 공간으로 옮긴 다음 보드에서
옮길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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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옮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를 두 번 누르면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네 개의 카드 스
택으로 이동합니다. 네 개의 카드 스택에서 앞면이 위를 향하게 놓인 카드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보드에서 이동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이동했으면 패돌리기를 눌러 카드를 뒤집습니다.

인터넷 공유
HP iPAQ 을 무선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iPAQ 의 인터넷 공유 소프트웨어가 연결하는 동안
연결 프로세스를 안내해 줍니다. 인터넷 공유을 설정하기 전에 데이터 지원 SIM 을 HP iPAQ 에 삽입
합니다. Getting Started CD 에 있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
을 시작하기 전에 모바일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성 연결이 안 된 경우에는 인터넷 공유 응
용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USB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여 랩탑에 연결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HP iPAQ 을 새 모뎀
으로 자동 추가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Windows Vista 의 경우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 New hardware wizard 메뉴 화면에 무선 USB 모뎀 드
라이버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To set up a
USB modem connection(USB 모뎀 설정)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2. 설치 마법사의 시작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3. Search for a suitable driver for my device (recommended)(내 장치에 알맞은 드라이버 검색
(권장 사항)) 옵션을 선택합니다.

4. Specify a Location(위치 지정)을 선택한 다음 USB 드라이버가 포함된 C:\ 드라이브 폴더를 찾아
봅니다.

주: 다음을 눌러 컴퓨터가 자동으로 USB 드라이버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도록 합니다.

5. 마침을 클릭합니다.

6.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장치 관리자의 장치 목록에 Smartphone USB Modem 이 추가됩니다.

7. 그 다음, 컴퓨터에서 HP iPAQ 을 분리합니다.

주: 56K 모뎀을 사용할 경우 호환 가능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최  56Kbps 의 수신 속도가 가
능합니다. 실제 속도는 회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USB 모뎀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iPAQ 이 컴퓨터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터넷 공유시작 > 프로그램 > 인터넷 공유를 누릅니다.

3. PC 연결 목록에서 USB 를 스크롤하여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 연결 목록에서 GPRS 연결 유형을 스크롤하여 선택합니다.

5.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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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데이터 연결을 통해 랩탑에 연결

최적의 결과를 위해, Bluetooth 를 통한 연결 전에 미니 USB(Windows Vista 의 경우 WMDC,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를 사용하여 HP iPAQ 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동기화 관계를 설정합니
다.

● 동기화 소프트웨어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Bluetooth 를 구성합니다.

Bluetooth 모뎀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P iPAQ 이 컴퓨터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터넷 공유시작 > 프로그램 > 인터넷 공유를 누릅니다.

3. PC 연결 목록에서 Bluetooth PAN 을 스크롤하여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 연결 목록에서 GPRS 연결 유형을 스크롤하여 선택합니다.

5. HP iPAQ 을 감지하기 쉽고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Bluetooth PAN 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두 장치
간에 파트너 관계를 생성합니다.

6. 파트너 관계가 생성되면 연결을 누릅니다.

Internet Explorer
동기화를 통해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 Internet Explorer Mobile 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웹 페이지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P iPAQ DataConnect 응용프로그
램이 네트워크 설정을 감지하고 인터넷 웹 사이트에 연결해 줍니다.

즐겨찾기 페이지를 사용하여 링크를 열어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Internet Explorer 를 눌러 Internet Explorer Mobile 을 엽니다.

2. 즐겨찾기 목록을 누른 다음 원하는 링크를 눌러 엽니다.

3. 메뉴 > 즐겨찾기…를 눌러 즐겨 찾는 모든 사이트 목록을 표시한 다음, 메뉴 > 즐겨찾기에 추가…
를 눌러 즐겨찾기 목록에 새 URL 을 추가합니다.

4. 메뉴 > 열어 본 페이지 목록…을 눌러 열어 본 페이지 목록을 표시합니다.

주: 메뉴 > 도구 > 옵션…을 눌러 일반, 메모리 및 보안 설정을 변경합니다.

주: 메뉴 > 도구 > 전자 메일로 링크 보내기…를 눌러 URL 을 전자 우편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시작 > 도움말 > 내용 > Browse the Web(웹 찾아보
기)을 누릅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Windows Live Messenger 를 사용하여 휴 폰에서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는 컴퓨터에서 Windows Live Messenger 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채팅 환경을 제공합
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트 메시지 보내기/받기

● 사용자 상태 변경 또는 목록에 있는 다른 화 상 의 상태 보기

● 상 를 화에 초 하기

● 특정 상 에 해 내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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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프로그램 > Messenger 를 눌러 Windows Live Messenger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를 사용하려면 해당 계정이 Hotmail 계정이 아닐 경우 Microsoft.NET
Passport 계정이 필요합니다. Microsoft.NET Passport 계정은 http://www.passport.net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갖게 되면 Windows Live Messenger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ssenger 로그인/로그아웃

시작 > 프로그램 > Messenger 를 눌러 Windows Live Messenger 를 엽니다.

Messenger 에 로그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필요한 로그인 상태로 이동한 다음 로그인을 누릅니다.

2. 로그인 및 암호 상자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누릅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에서 로그아웃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Windows Live Messenger 에서 로그아웃하려면 메뉴 > 로그아웃을 누릅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으면 데이터 연결 상태로 유지되며 서비스 공급자로부
터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 한 세션은 시간 초과되거나 종료되
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인스턴트 메신저 세션 종료

● 사용자가 음성 수신 전화 수락

● 음성 발신 전화 걸기

● 장치를 끄거나 장치를 접속 범위 밖으로 이동

인스턴트 메시지 보내기

Windows Live Messenger 에서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서 메신저 목록의 상 와 화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려는 상 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2.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화 상 를 관리하거나 상태 표시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Live Messenger 에서 화 상 를 관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새로운 화 상 를 만들려면 메뉴 > 새 연락처 추가를 누릅니다.

● 기존 화 상 를 삭제하려면 메뉴 > 연락처 옵션 > 삭제를 누릅니다.

● 선택한 화 상 가 내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차단
하거나, 그러한 차단을 해제하려면 메뉴 > 차단/차단 해제를 누릅니다.

주: 인스턴트 메시지를 작성할 때 상용 문구 메시지를 신속하게 추가하려면 메뉴 > 내 문자를 누릅니
다. 현재 화에 화 상 를 초 하려면 메뉴 > 초 를 누릅니다. 메뉴 > 화를 눌러 화 간에 변경
하거나 화 중인 상 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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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변경

Windows Live Messenger 에서 원하는 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1. 화 상  목록에서 사용자의 이름을 눌러 선택합니다.

2. 메뉴 > 상태 변경을 누른 후 원하는 상태를 찾아 선택합니다.

SMS 휴 폰 단체 전송
Short Message Service Cell Broadcast(SMS-CB)를 사용하면 여러 휴 폰으로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휴 폰을 지정하거나 지역을 지정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IM Toolkit
SIM Toolkit(STK)은 SIM 카드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일련의 명령으로 구성됩니다. 이 툴킷은 카드가
외부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정의하며 카드와 핸드셋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확장합니다. 또한 통신업
체나 타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가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SIM Manager
SIM Manager 는 다양한 SIM 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를 이를 사용하여 SIM 카드의 정보에 액
세스할 수 있으며 SIM 카드 보안 기능 및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
전원 응용프로그램은 남은 배터리 용량을 볼 때 사용합니다. 또한 전원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P iPAQ 의 기 기간, 전원 끄기 경과 시간, USB 충전 속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전원을 누릅니다.

2. 고급을 누른 다음 배터리 전원 또는 AC 전원 사용 시 HP iPAQ 을 켜진 상태로 유지할 시간을 선
택합니다.

3. USB 충전을 누르고 USB 충전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USB 충전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고속 충전

● 느린 충전

조명
조명 응용프로그램은 HP iPAQ 의 밝기와 같은 조명 옵션을 보거나 변경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조명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설정 > 시스템 > 조명을 누릅니다.

2. 배터리 또는 외부 전원을 누릅니다. 다음 시간 동안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명 끄기 확인란을
선택한 후 목록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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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설정 > 시스템 > 조명 > 밝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조명 화면의 슬라이더를 올리거나 내려서
원하는 밝기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힌트: 3 방향 엄지휠이나 스마트터치 탐색 휠을 사용하여 슬라이더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 101



19 제품 사양

시스템 사양
주: 모든 국가/지역에서 등록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모델의 사양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
려면 HP iPAQ 에서 시작 > 설정 > 시스템 > HP Asset Viewer 를 누릅니다.

시스템 기능 설명

프로세서 Marvell PXA270, 520MHz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Mobile 6 Professional

메모리 128MB SDRAM/256MB Flash ROM

외부 전원 전원 어댑터: 입력 100–240Vac, 200mA, 50-60Hz 및 출력
+5Vdc, 1A

USB 충전기: 5Vdc, 100/500mA

디스플레이 2.8 인치 240x320 TFT LCD 터치 스크린

SD 슬롯 마이크로 SD 메모리 지원

헤드폰 잭 마이크 입력 잭(헤드폰 잭과 통합)

안테나 내부 Wi-Fi 및 Bluetooth 안테나

주: 이 구성 요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1590mAh 리튬 폴리머 이동식/충전식 배터리

Bluetooth 10m 범위 — 다른 Bluetooth 장치와의 고속, 저전원, 단거리 무
선 통신

Wi-Fi IEEE 802.11b/g

카메라 ● 3 메가픽셀

● 자동 초점(10cm - 무한 )

● 4x 디지털 확 /축소

● 오디오 및 비디오 동시 녹화(최  QVGA)

주: 일부 모델에는 카메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사양

 미국 미터법

길이 4.61 인치 117mm

너비 2.37 인치 60.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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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터법

두께 0.69 인치 17.5mm

무게 ● 배터리 포함: 5.1 온스

● 배터리 불포함: 4.021 온스

● 배터리 포함: 145g

● 배터리 불포함: 114g

작동 환경

  미국 미터법

온도 작동 시 14 - 131°F –10 - 55°C

 비작동 시 4 - 140°F –20 - 60°C

상  습도 작동 시 85 % RH 85 % RH

 비작동 시 90 % RH 90 % RH

작동 환경 103



20 규정 고지 사항

FCC(연방 통신 위원회) 관련 고지 사항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 or television technician for help.

제품 변형 관련 정보

The FCC requires the user to be notified that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made to this device that
are not expressly approved by HP may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케이블

To maintain compliance with FCC Rules and Regulations, connections to this device must be made
with shielded cables having metallic RFI/EMI connector hoods.

FCC 로고가 있는 제품의 규정 준수 선언(미국만 해당)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2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product that are not related to this declaration, write to

Hewlett-Packard Company

P. O. Box 692000, Mail Stop 530113

Houston, TX 77269-2000

or call 1-800-HP-INVENT (1-800-474-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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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questions regarding this FCC declaration, write to

Hewlett-Packard Company

P. O. Box 692000, Mail Stop 510101

Houston, TX 77269-2000

or call HP at 281-514-3333

To identify your product, refer to the part, series, or model number located on the product.

캐나다 고지 사항
This Class B digital apparatus meets all requirements of the 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

Avis Canadien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respecte toutes les exigences du Règlement sur le matériel
brouilleur du Canada.

유럽 연합 고지 사항
CE 마크가 있는 제품은 다음 EU 지침에 부합합니다.

● 저전압 지침 2006/95/EC

● EMC 지침 2004/108/EC

이 제품은 HP 가 제공하는 정식 CE 마크가 부착된 AC 어댑터로 전원이 공급될 때만 CE 준수 사항에
부합합니다.

이 제품에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 다음 EU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다.

● R&TTE 지침 1999/5/EC

이러한 지침에 부합하는 제품은 유럽 내에서 통일된 유럽 표준(European Norms)을 준수합니다. 이 표
준은 이 제품 또는 제품군에 해 HP 가 발행하는 EU 규정 준수 선언(EU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다음 준수 마크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준수 사항에 부합함
을 나타냅니다.

● 다음 CE 마크는 통신용이 아닌 제품과 EU 에서 규격이 통일된 통신용 제품(예: Bluetooth®)에 적
용됩니다.

● 다음 CE 마크는 EU 에서 규격이 통일되지 않은 통신용 제품에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공인 법인 번호가 사용됩니다. 제품에 부착된 규제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Hewlett-Packard GmbH, HQ-TRE, Herrenberger Strasse 140, D-71034 Böblingen, Germany

이 제품의 통신 기능은 다음 EU 국가 및 EFTA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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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
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
국

2.4-GHz 무선 LAN 장치 포함 제품

프랑스

L'utilisation de cet equipement (2.4 GHz Wireless LAN) est soumise a certaines restrictions: Cet
equipement peut être utilisé a l'interieur d'un batiment en utilisant toutes les frequences de 2400 a
2483.5 MHz (Chaîne 1-13). Pour une utilisation en environement exterieur, les frequences comprises
entre 2400-2454 MHz (Chaîne 1-9) peuvent être utilisé. Pour les dernieres restrictions, voir
http://www.arcep.fr.

이 제품의 2.4GHz 무선 LAN 을 작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규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제품을 실
내에서 사용할 때는 2400-2483.5MHz 주파수 역폭(채널 1-13)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외에서 사
용할 때는 2400-2454MHz(채널 1-9) 주파수 역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요구 사항은
http://www.arcep.fr 을 참조하십시오.

이탈리아

E'necessaria una concessione ministeriale anche per l'uso del prodotto. Verifici per favore con il
proprio distributore o direttamente presso la Direzione Generale Pianificazione e Gestione
Frequenze.

본 장치를 사용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리점에서 확인하거나 주파수 계획 및 관리에 한 일
반 지침(Direzione Generale Pianificazione e Gestione Frequenze)에서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경고
경고! 배터리 팩 이 HP iPAQ 에는 충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화재 또는 연소의 위험
을 줄이려면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구멍을 뚫거나, 외부 접촉을 통해 방전시키거나, 불
또는 물 속에 넣지 마십시오. 배터리 교체 시 HP 예비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잘못된 종류의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다 쓴 배터리는 지침에 따라 폐
기하십시오.

배터리 재활용
HP 에서는 고객들에게 다 사용한 전자 하드웨어, HP 정품 잉크 카트리지 및 충전식 배터리를 재활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p.com/recycle 을 참조
하십시오.

배터리 폐기
경고! 배터리의 사용 수명이 다했을 경우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컴퓨터 배터
리 폐기에 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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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사용자의 폐기 장비 처분

Disposal of Waste Equipment by Users in Private Household in the European 
Union

This symbol on the product or on its packaging indicates that this product 
must not be disposed of with your other household waste.  Instead,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ispose of your waste equipment by handing it over to a 
designated collection point for the recycling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your waste 
equipment at the time of disposal will help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ensure that it is recycled in a manner that protects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ere you can drop off your waste 

equipment for recycling, please contact your local city office, your household waste 
disposal service or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the produ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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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dmete jäätmete kõrvaldamine eramajapidamistes Euroopa Liidus

See tootel või selle pakendil olev sümbol  näitab, et kõnealust toodet ei tohi 
koos teiste majapidamisjäätmetega kõrvaldada. Teie kohus on oma 
seadmete jäätmed kõrvaldada, viies need  elektri- ja elektroonikaseadmete 
jäätmete ringlussevõtmiseks selleks ettenähtud kogumispunkti. Seadmete 
jäätmete eraldi kogumine ja ringlussevõtmine kõrvaldamise ajal aitab 
kaitsta loodusvarasid ning tagada, et ringlussevõtmine toimub viisil, mis 
kaitseb inimeste tervist ning keskkonda. Lisateabe saamiseks selle kohta, 
kuhu oma seadmete jäätmed ringlussevõtmiseks viia, võtke palun ühendust 

oma kohaliku linnakantselei, majapidamisjäätmete kõrvaldamise teenistuse või 
kauplusega, kust Te toote ost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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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tezése az Európai Unió területén

A készüléken, illetve a készülék csomagolásán látható azonos szimbólum 
annak jelzésére szolgál, hogy a készülék a selejtezés során az egyéb 

lyre szállítani az elektromos és 
elektronikai készülékek újrahasznosítása céljából. A hulladékká vált 

termékek környezetre és emberi egészségre nézve biztonságos 

illetékes önkormányzattól, az illetékes szem ételtakarító vállalattól, illetve a terméket 
elárusító helyen kaphat.

Šis simbolis ant gaminio arba jo pa

atliekoms perdirbti. Atskirai suren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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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tskaffande av avfallsprodukter från användare i privathushåll inom Europeiska 
Unionen

Om den här symbolen visas på produkten eller förpackningen betyder det 
att produkten inte får slängas på samma ställe som hushållssopor. I stället 
är det ditt ansvar att bortskaffa avfallet genom att överlämna det till ett 
uppsamlingsställe avsett för återvinning av avfall från elektriska och 
elektroniska produkter. Separat insamling och återvinning av avfallet 
hjälper till att spara på våra naturresurser och gör att avfallet återvinns på 
ett sätt som skyddar människors hälsa och miljön. Kontakta ditt lokala 
kommunkontor, din närmsta återvinningsstation för hushållsavfall eller 

affären där du köpte produkten för att få mer information om var du kan lämna ditt avfall 
för återv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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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upa Birliği'nde Hurda Donanımların Özel Konutlardaki Kullanıcılar 
Tarafından Elden Çıkarılması

Tento Ürünün veya ambalajının üzerinde ki bu simge, bu ürünün diğer ev 
atıklarıyla birlikte elden çıkarılma ması gerektiğini belirtir. Hurda 
donanımınızın elektrikli ve elektronik  hurda donanımları geri dönüştürmek 
için belirlenmiş toplama merkezlerine teslim edilmesi, sizin 
sorumluluğunuzdadır.  Elden çıkardığ ınız hurda donanımınızın ayrı olarak 
toplanması ve geri dönüştürülmesi, doğal kaynakların korunmasına 
yardımcı olacak ve insan sağlığına ve  çevreye zararlı olmayan bir yöntemle 
geri dönüştürülmesini sağlayacaktır. Hurda donanımınızı teslim 

edebileceğiniz geri dönüşüm merkezleri hakkın da ayrıntılı bilgi için lütfen bölgenizdeki 
belediye makamlarına, ev atıklarınızı toplayan kuruluşa  veya ürünü satın aldığınız 
mağazaya başvurun.

장치 경고
경고! 신체적 상해, 감전, 화재 또는 장치 손상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C 콘센트에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장치의 전원을 차단할 때는 AC 콘센트에서 AC 어댑터를 분리하거나 호스트 컴퓨터에서 동기화 케이
블을 분리합니다.

전원 코드나 다른 케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실수로 밟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코드
와 케이블을 정리합니다.

전원 코드나 케이블을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전기 콘센트에서 코드를 분리할 때는 코드의 플러그 부
분을 단단히 잡고 빼냅니다. AC 어댑터의 경우에는 AC 어댑터를 단단히 잡고 전기 콘센트에서 잡아
당겨 빼냅니다.

가전 제품용 변압기를 사용하여 HP iPAQ 에 전원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음향 경고
경고! 이 장치를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볼륨으로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 나빠지는
위험을 줄이려면 볼륨을 안전하고 편안한 수준으로 낮추고, 높은 볼륨으로 듣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
다.

● 안전을 위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볼륨을 재설정하십시오. 일부 헤드폰의 경
우 볼륨 컨트롤 설정이 동일해도 다른 헤드폰보다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 기본 오디오 또는 이퀄라이저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볼륨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헤드셋이나 이어폰은 EN 50332-2 의 헤드폰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
다.

● HP 에서는 iPAQ 과 함께 제공되며 EN 50332-1 규격을 준수하는 헤드셋(부품 번호: 455673-001)
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Class 1 LED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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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행 관련 고지 사항
일반 항공기 탑승 시 전자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에 한 결정권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의료 전자 장치
박동조율기, 보청기 또는 기타 유형의 의료 전자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 장치 제조업체
에 문의하여 이 장치가 RF 에너지로부터 차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제한 규정이 게시된 의료 시
설 또는 병원에서는 HP iPAQ 을 꺼두십시오.

SAR 고지 사항
본 장치는 전자파 노출에 관한 국제 지침을 준수합니다.

본 모바일 장치는 무선 송수신기로서 국제 지침(ICNIRP)에서 권장하는 RF(무선 주파수) 방출에 한
노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이 한도는 전체 지침의 일부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일반인에 한 RF 파 에너지 허용 수준이 확립됩니다. 이 지침은 독자적인 과학 연구 단체에서 실
시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과학적 연구 평가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지침에는 나이 및 건강 상태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마진(Safety Margin)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모바일 장치에 한 노출 표준에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단위가 사용됩니다. 국제 지침
에 명시된 SAR 한도는 2.0W/kg*입니다. SAR 테스트는 표준 작동 위치 즉, 테스트를 거친 모든 주파수

역 내에서 인증된 최고의 전력 수준으로 장치가 송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SAR 이
인증된 최고의 전력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더라도, 작동 중 장치의 실제 SAR 은 최고치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치가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전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력 수준에서 작동 가능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상 기지국에 가까워질수록 장치의 방출 전력은 더욱 낮아집니다. 휴 폰 모델이 출시
되기 전에 반드시 유럽 R&TTE 규격 인증 획득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제품 사용자 및 다
른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으로서 포함된 것입니다.

본 장치는 귀에 직접 고 사용할 경우와 인체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 두
가지 RF 노출 지침을 모두 준수합니다. 몸에 부착한 상태로 장치 작동 시, 제품과 함께 제공된 HP 벨
트 클립 이외의 운반 케이스, 벨트 클립 또는 홀더를 사용하려면 이러한 제품들이 금속을 포함하지 있
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의 비 FCC 규격 SAR 한도는 인체 조직 10g 당 평균 2.0watts/kilogram
(W/kg)입니다. 본 지침에는 인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측정에 따른 변화 값까지도 모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R 값은 국가별 요구 사항 및 네트워크 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선 장치 관련 고지 사항
일부 환경에서는 무선 장치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병원, 폭발물 근처, 위험 지
역 등에서는 무선 장치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실히 모를
경우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관계자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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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정 무선 장치 관련 고지 사항

경고! Exposure to Radio Frequency (RF) Radiation The radiated output power of this device is
below the FCC radio frequency exposure limits. Nevertheless, the device should be used in such a
manner that the potential for human contact during normal operation is minimized.

To avoid the possibility of exceeding the FCC radio frequency exposure limits, human proximity to the
antenna should be minimized. No metallic body accessories are allowed and 1.5 cm spacing between
PDA and the body must be maintained to satisfy RF Exposure. The highest non-FCC SAR value for
this device when tested for use at the ear is 1.25 W/kg (1g).

This PDA has been tested and demonstrated compliance when WLAN with Bluetooth and GSM with
Bluetooth are transmitting simultaneously. The highest FCC SAR value for this device when tested for
use at the head is 1.47 W/kg and when tested for use at the body is 1.52 W/kg. This PDA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캐나다 규정 무선 장치 관련 고지 사항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브라질 고지 사항

Este equipamento opera em caráter secundário, isto é, não tem direito a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mesmo de estações do mesmo tipo,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a
sistemas operando em caráter primário.

Este equipamento atende aos limites de Taxa de Absorção Específica referente à exposição a
campos elétricos, magnéticos e eletromagnéticos de radiofreqüências adotados pela ANATEL.

싱가포르 무선 장치 관련 고지 사항

● Switch off your cellular telephone when in an aircraft. The use of cellular telephones in an
aircraft may be dangerous to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disrupt the cellular network, and is
illegal. Failure to observe this instruction may lead to suspension or denial of cellular services to
the offender, or legal action or both.

● Users are advised not to use the equipment when at a refueling point.

● Users are reminded of the need to observe restrictions on the use of radio equipment in fuel
depots, chemical plants, or where blasting operations are in progress.

● The use of the Alert device to operate a vehicle’s lights or horn on public roads is not permitted.

● It is advised that a handheld microphone or telephone handset should not be used by the driver
while the vehicle is moving, except in an emergency. Speak only into a fixed, neck slung or
clipped-on microphone when it would not distract your attention from the road.

● As with other mobile radio transmitting equipment, users are advised that for satisfactory
operation of the equipment and for the safety of personnel, it is recommended that no part of the
human body be allowed to come too close to the antenna during operation of th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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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지 사항

무선 LAN 802.11b 장치

무선 LAN 802.11g 장치

Bluetooth 장치

만 DGT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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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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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질문과 답

HP iPAQ 이 잘 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HP iPAQ 의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배터리가 충전되었습니까? HP iPAQ 의 LED 가 빨간색으로 깜박일 경우 배터리가 부족함을 나타
내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녹색 LED 가 켜져 있으
면 장치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 배터리가 제 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배터리의 연결단자가 배터리 함의 하우징 핀에 맞춰져 있는
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의 2 단계: 배터리 삽입 및 배터리 덮개 닫기를 참조하십시
오.

● 배터리의 연결단자와 배터리 함의 하우징 핀이 깨끗합니까? 더러워 보이는 경우 리점에 문의하
여 청소하십시오.

●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의 3 단계: 배터리를 충전
합니다.를 참조하십시오.

● 전원 버튼을 누른 채 재설정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HP iPAQ 을 하드 리셋합니다. 전원 버튼을 먼
저 누른 상태에서 재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 HP iPAQ 을 켜야 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를 걸거나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네트워크 신호 수신 상태가 양호합니까? 폐쇄된 공간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개
방된 공간이나 창문 가까이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의 연결 및 신호 강도 확인
을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가 제 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28페이지의 사용 가능한 전화 네트워크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 지정 전화 걸기, 착신 전환 및 호출 제한 기능을 활성화했습니까? 활성화한 경우 잠시 해당 기능
들을 비활성화하십시오.

● SIM PIN 사용 기능이 활성화된 SIM 카드 한 개와, SIM PIN 사용 기능이 비활성화된 SIM 카드 한
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SIM PIN 사용 기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십시오. 자
세한 내용은 26페이지의 SIM PIN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HP iPAQ 이 비행 모드로 전환되어 있습니까? 비행 모드인 경우 HP iPAQ 을 끄십시오. 자세한 내
용은 68페이지의 무선 접속 관리자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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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에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네트워크 신호 수신 상태가 양호합니까? 폐쇄된 공간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개
방된 공간이나 창문 가까이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의 연결 및 신호 강도 확인
을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데이터 프로필 설정에서 APN 및 IP 주소 등의 설정 매개변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음성이 깨끗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
까?

네트워크 신호 수신 상태가 양호합니까? 폐쇄된 공간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개방된
공간이나 창문 가까이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의 연결 및 신호 강도 확인을 참조하십
시오.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경우 통화 중 음소거 기능을 껐는지 확인하십시오.

iPAQ 에서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가 내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통화 시 발신자에게 음성이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통화 중 음소거 기능을 껐는지 확인하십시
오.

특정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신 전환 및 호출 제한 등 특정 고급 전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
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중 잡음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레인지, 스피커 또는 텔레비전 등과 같은 전기 제품 가까이에서 HP iPAQ 을 사용할 경우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음성 품질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 근처에서는 HP iPAQ 사
용을 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HP iPAQ 의 기 시간 및 통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HP iPAQ 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향상시키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신호 수신이 불안정할 때는 HP iPAQ 전력이 더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HP iPAQ 사용 시에는
개방된 장소로 이동해 보십시오.

● 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된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원래의
배터리 용량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 HP iPAQ 을 사용하십시오.
녹색 LED 가 켜져 있으면 장치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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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오래된 경우 새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 먼지가 많거나 또는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낮은 환경에서는 HP iPAQ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
나치게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HP iPAQ 의 작동 온도에 
한 자세한 내용은 103페이지의 작동 환경을 참조하십시오.

가끔씩 HP iPAQ 이 느리게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P iPAQ 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최소 1.5~2MB 의 여유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메
모리 공간을 확인하려면 시작 > 설정 > 시스템 > 메모리를 누릅니다.

HP iPAQ 에서 오래된 전자 우편 메시지 및 사진을 삭제하거나 이동하여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확
보하십시오. HP iPAQ 에서 여러 개의 응용프로그램을 실행 중일 경우 일부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하여
메모리를 확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의 프로그램 열기 및 닫기 및 16페이지의 프로그램 설
치 및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가 잘 충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터리가 잘 충전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배터리 충전기가 HP iPAQ 의 배터리 충전기 소켓에 제 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배터리 충전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9페이지의 3 단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를 참조하십시오.

● 충전기의 전원 코드가 손상되었습니까?

● 배터리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HP iPAQ 을 컴퓨터와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
까?

Windows XP 에서 ActiveSync 기능을 사용하려면 ActiveSync 최신 버전으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
십시오. ActiveSync 4.5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Vista 에서 WMDC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최신 WMDC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WMDC 6.1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은 http://www.microsoft.com/downloads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GPS 신호를 방해하고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어떠
한 것들이 있습니까?

GPS 신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 수신기에 도달하기 전에 높은 건물이나 바위 표면과 같은 물체에 반사된 경우(예: 차량의 내열 전
면 유리는 GPS 신호가 장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내열 전면 유리가 장착된 차량 안에서
장치를 사용하면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내, 물 속 또는 지하에 있는 경우

● 접속 중 여러 개의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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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C 를 설치하는 동안 HP iPAQ 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WMDC 를 설치한 후에도 WMDC 가 시작되지 않습
니다.

업그레이드 후에 장치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해야 WMDC 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Bluetooth 를 사용하여 HP iPAQ 과 컴퓨터 간에 활성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HP iPAQ 과 컴퓨터 간의 초기 연결은 Windows XP 의 경우 ActiveSync 를 사용하고
Windows Vista 의 경우 WMDC 를 사용하여 미니 USB 동기화 케이블을 통해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처음으로 연결한 후 Bluetooth 를 설정하면 이후에는 Bluetooth 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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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 수칙

인체 상해, 감전, 화재 및 장비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설명서에 있는 안전 예방책을 준수하십시
오.

일반 예방책

서비스 마크 주의: 제품 설명서에 특별히 명시된 장소 이외에서 제품을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가 표시된 덮개를 열거나 분리할 때 감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내부의 구성 요소에 한 서
비스 정보는 고객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손상된 제품에 한 서비스 요청: 제품을 끄고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은 다음 아래와 같은 상태
인 경우 서비스 파트너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되었습니다.

● 제품 안으로 액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 제품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 제품이 비를 맞거나 물에 젖었습니다.

● 제품이 떨어지거나 손상되었습니다.

● 뚜렷한 과열 증상이 있습니다.

● 사용 지침를 준수했으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 발생 장소에서 사용 금지: 라디에이터, 히터, 스토브 및 기타 발열 제품(증폭기 포함)과 같은 열 발
생 장치로부터 떨어진 곳에 제품을 놓아야 합니다.

제품의 열이 식었는지 확인: 덮개를 분리하거나 내부 부품을 만지기 전에 제품의 열을 식히십시오.

습한 장소에서 사용 금지: 습한 장소에서 제품을 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다른 물건 삽입 금지: 제품의 슬롯이나 기타 입구에 다른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 슬롯과 입구는 통풍용입니다. 과열을 방지하려면 이 통풍구를 막지 마
십시오. 베개, 담요, 깔개 또는 두꺼운 의류 등의 부드러운 표면 위에 컴퓨터를 놓을 경우 공기 흐름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적절한 청결 유지: 제품을 청소하기 전에 우선 벽면 콘센트에서 제품과 연결된 플러그를 분리
하십시오. 액체 또는 분무형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외부 부
품을 청소하되 제품이나 LCD 화면에 직접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권장하는 장착 부속품 사용: 불안정한 테이블, 카드, 스탠드, 삼각  또는 받침 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제품을 장착하고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장착 부속품을 사용하십
시오.

승인된 장치를 제품에 사용: 제품에 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컴퓨터와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볼륨 조정: 헤드폰이나 기타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볼륨을 낮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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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및 부속품을 위한 안전 예방책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장치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가전 제품용으로 판매하는 변압기를 사용하여 컴
퓨터에 전원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외부 전원 사용: 전기 정격 레이블에 명시된 종류의 전원에서만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전원 유형을 잘 모를 경우 고객 지원 센터나 서비스 파트너 또는 지역 전력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배터
리나 기타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전기 회로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주의: 전기 콘센트, 전원 스트립 또는 소켓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전체 시스템 부하가 분기 회로 부하율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원 스트립을 사
용할 경우 부하는 전원 스트립 입력 비율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장 코드 정격 준수: 확장 코드나 전원 스트립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코드나 스트립이 제품에 적합한
등급이어야 하며 확장 코드나 전원 스트립에 연결된 모든 제품의 총 정격 전압은 확장 코드나 전원 스
트립 정격 전압 제한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전압 선택: 제품의 전압 선택 스위치가 사용하는 전압 유형(115 V ac 또는 230 V ac)에 맞게 올
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승인된 AC 어댑터 사용: 제품과 함께 제공된 AC 어댑터, HP 에서 제공한 교체용 AC 어댑터 또는 HP
에서 부속품으로 구입한 AC 어댑터만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전원 코드 사용: 제품 전원 코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용이 승인된 전원 코드
를 구입해야 합니다.

전원 코드는 제품과 제품의 전기 정격 레이블에 표시된 전압 및 전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의
전압 및 전류 정격은 제품에 표시된 전압 및 전류 정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한 전원 코드의 지름은 최
소 0.75mm²/18AWG 이어야 하고 길이는 1.5m~2m(5 피트~6.5 피트)이어야 합니다. 사용할 전원 코드
의 유형은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신중한 전원 코드 배치: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전선이 밟히거나 주변 물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
록 배치하십시오. 제품에서 플러그, 전기 콘센트 및 전원 코드가 연결된 부분을 특히 주의하십시오.

전원 코드를 알맞은 콘센트에 연결: 접근하기 용이한 전기 콘센트에 제품을 연결하십시오. 제품이 3 선
접지 유형인 경우 콘센트의 접지 유형이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코드 접지 플러그는 중요한 안
전 장치이므로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전원 코드 분리: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 제품으로 전달되는 전원을 차단하십시
오. 코드나 케이블을 당기지 마십시오. 전기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을 때 코드의 플러그 부분을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당기십시오.

배터리 팩을 위한 안전 예방책
경고! 화재 또는 연소의 위험을 줄이려면 배터리 팩을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구멍을 뚫거나, 외
부 접촉을 통해 방전시키거나, 불 또는 물 속에 넣지 마십시오. 배터리 팩을 60°C 이상의 고온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 팩 교체 시 이 컴퓨터에 해 승인된 배터리 팩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배터리 팩을 잘못 교체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팩 교체 시 이 제품에 해 승인된
배터리 팩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배터리 팩을 보관하십시오.

배터리 팩을 주의하여 처리: 배터리 팩 교체 시 이 제품에 해 승인된 배터리 팩만 사용하십시오. 배
터리 팩 분리에 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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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팩의 사용 수명이 다했을 경우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컴퓨터 배
터리 팩 폐기에 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십시오.

유럽 지역에서는 공공 수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HP, 서비스 파트너 또는 리점으로 배터리 팩을 반
환하여 폐기하거나 재활용합니다.

도킹 장치를 위한 안전 예방책
불안정한 장착 금지: 불안정한 받침 로 모니터를 지탱하거나 모니터 스탠드에 중량이 25kg 이상인 모
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없는 한 모니터 스탠드 위에 25kg 이상의 모니터를 올려 놓지 마십시
오. 신 도킹 장치 옆의 작업 영역에 모니터를 배치하십시오.

무선 장치가 있는 제품을 위한 안전 예방책
경고! 라디오 주파수 방사선에 노출. 무선 장치에서 방사되는 출력 전원은 FCC 라디오 주파수 노출
제한 이하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작동 중이라도 가능한 한 인 접촉을 최소화하여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FCC 라디오 주파수 노출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작동 중일 때 안테나로부터 20cm 이상 떨
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뎀, 원거리 통신 또는 LAN 부속품을 위한 안전 예방책
경고! 이 장치 사용 시 화재, 감전 및 부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을 포함한 기본 안전 예방책을 준
수하십시오.

● 이 제품을 물 근처에 물 근처(예: 욕조, 세면 , 싱크 , 세탁용 물통, 습한 지하실, 수영장)에서 사
용하지 마십시오.

● 번개가 칠 때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번개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 이 제품을 가스 유출구 주변에서 가스 유출 경보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비 외장을 열거나 절연되지 않은 모뎀 케이블, 잭 또는 내부 부품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모뎀 케
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해당 제품과 함께 전화선 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화재 위험도가 낮은 No. 26 AWG 이상의 원
거리 통신 회선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 모뎀 또는 전화 케이블을 RJ-45(네트워크) 잭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레이저 장치가 있는 제품을 위한 안전 예방책
경고! 레이저 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작동할 경우 이 섹션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일반 예방책뿐만 아니
라 다음 예방책을 준수하십시오. 이 예방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나 장치 손상은 물론 인체 상해까
지 입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장치 수리에 한 내용은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레이저 장치가 장착된 제품에는 IEC 60825 를 포함한 적합한 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레이저와
관련하여 본 장치는 Class 1 레이저 제품에 해 정부에서 규정한 레이저 제품 성능 표준을 준수합니
다. 사용자 작업이나 수리 작업 시 유해한 광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광선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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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H 규정
1976 년 8 월 2 일 미국 식품 의약국의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에서는 레이
저 제품에 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1976 년 8 월 1 일 이후에 생산된 레이저 제품에 적용
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고! 본 설명서와 레이저 제품 설치 설명서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장치를 조절 또는 조
정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면 유해한 방사선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Class 1 레이저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레이블은 레이저 제
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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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지 관리 지침

HP iPAQ 의 손상을 방지하고 잘 보존하려면 특정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HP iPAQ 사용
● 먼지가 많거나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낮은 환경에서는 HP iPAQ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HP iPAQ 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 HP iPAQ 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배터리를 꺼내지 마십시오.

● HP iPAQ 에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HP iPAQ 과 부속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HP iPAQ 의 충전/통신 포트에 금속 물체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단락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HP iPAQ 청소
● 약간의 습기가 있는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사용하여 HP iPAQ 을 청소합니다. HP iPAQ 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연마제나 거친 물체로 HP iPAQ 을 닦지 마십시오. HP iPAQ 의 외부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HP iPAQ 운반 및 보관
● 먼지가 많거나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낮은 환경에 HP iPAQ 을 두지 마십시오.

● 장기간 HP iPAQ 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꺼내 두십시오. HP iPAQ 과 배터리는 시원하고
어둡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부속품 사용
● HP iPAQ 충전 시에는 정품 HP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 HP iPAQ 배터리와 충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iPAQ 부속품에 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p.com/go/ipaqattach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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