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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장치 사용

USB 포트는 USB 키보드, 마우스, 드라이브, 프린터, 스캐너 또는 허브 등의 외장 장치(선택 사양)를 컴
퓨터 또는 확장 제품(선택 사양)에 연결합니다.

일부 USB 장치에는 지원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장
치와 함께 제공됩니다. 장치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조업체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이 컴퓨터에는 USB 1.0, USB 1.1 및 USB 2.0 장치를 지원하는 2~3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를 추가하려면 허브 또는 확장 제품(선택 사양)을 연결하십시오.

1



USB 장치 연결
주의: USB 장치를 연결할 때는 USB 커넥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십시오.

▲ 컴퓨터에 USB 장치를 연결하려면 장치의 USB 케이블을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장치가 검색되면 소리가 납니다.

주: USB 장치를 처음 연결하면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알림 영역에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
웨어 설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USB 장치 중지 및 분리
주의: USB 장치를 분리하기 전에 작업 내용이 유실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도록 반드시 장치를
중지하십시오.

주의: USB 장치를 분리할 때는 USB 커넥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케이블을 당기지 마십시오.

USB 장치를 중지하거나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알림 영역에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아이콘을 두 번 누릅니
다.

주: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알림 영역에서 숨겨진 아이콘 표시 아이콘(<
또는 <<)을 누릅니다.

2. 목록에서 장치의 이름을 누릅니다.

주: USB 장치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제거하기 전에 장치를 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중지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4. 장치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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