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물확인

컴퓨터켜기

윈도우등록

SENS M30 AC 어댑터배터리

CD-ROM설치 안내서 사용설명서전원 케이블

윈도우XP 등록과정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 등록화면이 나타납니다. 윈도우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본 운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윈도우 등록을 진행합니다.)

한 을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 Microsoft Windows 시작화면이 나타납니다.

▶ Administrator(관리자) 암호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
(이 화면은 Windows XP Professional 운 체제에서만 나타납니다.)

▶ 컴퓨터 이름 입력화면이 나타나면 -

▶ Microsoft Windows 온라인 등록화면이 나타나면 -

사용자가 원할 경우 Microsoft에
온라인 등록을 합니다.

단, 온라인 등록을 하려면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름 입력란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마우스/터치 패드의 왼쪽버튼으로
누르세요.

클릭

▶ 인터넷 등록과정이 나타나면 건건너너뛰뛰기기를 클릭합니다.

▶ 계속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도움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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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장착

AC  어댑터연결

컴퓨터켜기

유용한기능
주의 내용물의 품목과 외형은 파생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LCD 랫치

2.  LCD 열기

3.  전원 버튼 누름

②②

②②전원 케이블

AC 어댑터

전원 입력 포트

②②
③③

1.  AC 어댑터 연결

2.  전원 케이블 연결

①①

● 무선 랜 (WLAN)

● CD 드라이브
(CD-ROM / CD-RW / DVD-ROM / CD-RW/DVD-ROM Combo /
DVD Multi)

● 멀티 베이 모듈 (Weight Saver / 2nd HDD / FDD)

● 지문 인식기

● LCD (15.4”WXGA / 15.4”SXGA+)

주의 구입 가능한 선택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 정보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선택사양

①①

②②

①①

오디오버튼

오디오 버튼을 사용하면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음악 CD와 MP3 CD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 P. 3-7. '오디오 버튼 사용하기'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문인식기 (선택사양)

컴퓨터를 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키보드로 비 번호를 입력하지 않
고 간편하게 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별도로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메모리카드슬롯

메모리 카드로 테이터를 간편하게 이동/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 P. 3-12. '메모리 카드 슬롯 사용하기' 설명을 참고하세요.)

▶ 배터리 준비

배터리 장착



문제가생겼나요?

▶ ▶

▶ 를 클릭하세요..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대로 해결해 보세요.

삼성컴퓨터의유용한프로그램 윈도우사용안내

삼성컴퓨터홈페이지안내

예) 시스템 소프트웨어 CD

▶ ▶

▶ ▶ 을 클릭하세요.

● 삼성컴퓨터에서 제공하는 Magic Doctor를 이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을 클릭하세요.

● 윈도우 XP에 포함되어 있는 도움말에서 궁금한 내용을
찾아 보세요.

1. 컴퓨터연결상태확인하기
배터리와 전원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와 같은 주변장치도 확인합니다.)

2. 바이러스검사하기

3. 문제해결도우미(Magic Doctor) 사용하기

4. 윈도우도움말이용하기

5. 프로그램재설치하기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스템 복원 CD와 소프트웨어 CD를 이용하여
윈도우와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클릭하세요. 

자이젠은 삼성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자이젠 홈페이지
(http://www.zaigen.co.kr)

컴퓨터에 발생한 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gic Doctor 홈페이지
(http://doctor.zaigen.co.kr)

삼성전자의 신제품 정보와 고객지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http://www.sec.co.kr)

피시딕
귀찮은 사전 찾기를 컴퓨터 안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전자 사전입니다.

하얀손
컴퓨터 사용의 기초인 타자(키보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타자(키보드)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Magic Doctor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제해결
마법사입니다.

▶ ▶클릭하세요. 

컴퓨터 사용 중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 있으며, 
기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및 지원

윈도우 XP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Windows XP 둘러보기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면 컴퓨터의 기본적인 운 프로그램인 윈도우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 내에 있는 Windows XP 둘러보기와 도움말 및 지원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익혀주세요.

▶ 클릭

▶ 클릭

컴퓨터 설치 안내
SENS M30

윈도우및여러가지프로그램의사용방법과
인터넷연결방법을알아두세요.

3.컴퓨터 활용

배터리를설치하고전원을연결하여
컴퓨터를켜세요.

2.컴퓨터 켜기

제공되는내용물을반드시확인한후
설치를시작하세요.

1.내용물 확인

딱! 10분만
읽어보세요

Norton AntiVirus
컴퓨터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치료해
주는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 주세요.

3
유
용
한
정
보
·
문
제
해
결

Samsung Network Manager
학교나 회사, 집에서 미리 지정한 네트워크 설정으로 쉽게 전환합니다.

이지박스 (EasyBox)

윈도우의 복잡한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
다.

AV Network Manager 
연결된 디지털 AV 장치와 네트워크 장
치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
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 테마
바탕화면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삼성 테마와 Windows XP
기본 테마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