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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Book 사용을 시작해 보세요.
MacBook은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구경해 보세요. MacBook의 기능을 간단히 둘러보시겠습니까? 둘러보기로 이동하십시오.

시작해 보세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팁은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 보세요. 파일 프린트 및 공유, 음악 재생 등이 가능합니다. MacBook 사용하기 
에서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보세요.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MacBook에는 많은 App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App에 
관하여로 이동하십시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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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기
MacBook에 내장된 기능:

USB-C

 • USB-C 포트: 배터리 충전, 데이터 전송, HDMI 또는 VGA 디스플레이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듀얼 마이크

 • 헤드폰 포트: 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 듀얼 마이크: 친구와 대화하거나 오디오를 녹음합니다.

전원 버튼FaceTime 카메라

Force Touch 트랙패드

 • FaceTime 카메라: FaceTime 영상 통화를 걸거나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불빛이 반짝거리면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 전원 버튼: MacBook을 켜거나 끄거나 잠자기 상태로 만듭니다.

 • Force Touch 트랙패드: MacBook을 동작으로 제어하십시오. 트랙패드 전체 표면이 버튼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쉽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동작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트랙패드를 참조하십시오.

MacBook 살펴보기

74% resize factor



 제 2 장    MacBook 살펴보기 6

포함된 항목
MacBook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다음 2가지 간단한 액세서리가 제품 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C 충전 케이블(2m): 케이블의 한 쪽 끝을 MacBook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USB-C 전원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9W USB-C 전원 어댑터: AC 플러그가 전원 어댑터에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그리고 AC 플러그의 갈라진 연결 부분이 완전히 젖혀진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댑터를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여 MacBook을 충전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기타 액세서리 정보는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트랙패드
MacBook에서 간단한 트랙패드 동작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 스크롤, 도큐멘트 확대/축소, 사진 회전 등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 센서 기능이 Force Touch 트랙패드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대화식 
제어를 지원합니다.

트랙패드가 누르는 힘의 세기를 감지하면서 더 많은 옵션과 각각의 터치에 더 많은 제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다 정확한 작업을 하도록 대상체를 드래그 또는 회전하여 조정할 때 미묘한 진동을 느끼도록 하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동작:

클릭: 트랙패드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또는 트랙패드 환경설정에서 '탭하여 
클릭하기' 를 활성화하고 탭하십시오.

세게 클릭: 클릭하고 꾹 누르십시오. 세게 클릭을 사용하여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단어를 클릭하여 정의를 보거나, 주소를 클릭하여 지도의 미리보기 등).

보조 클릭(오른쪽 클릭): 단축키 메뉴를 열려면 두 손가락으로 클릭합니다. '탭하여 
클릭하기' 가 활성화된 경우 두 손가락으로 탭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 스크롤하려면 두 손가락을 위로 밀거나 아래로 밉니다.

손가락을 펴서 확대하기: 사진 및 웹 페이지를 확대/축소하려면 엄지와 검지를 
펴거나 오므립니다.

쓸어 넘기면서 탐색하기: 책을 볼 때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웹 페이지, 도큐멘트 
등을 넘기려면 두 손가락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십시오.

Launchpad 열기: Launchpad에서 App을 빠르게 엽니다. 네 손가락 또는 다섯 
손가락을 오므린 다음 열려는 App을 클릭하십시오.

App 사이에서 쓸어 넘기기: 전체 화면 App을 다른 App으로 전환하려면  
세 손가락 또는 네 손가락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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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사용자화하기.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거나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트랙패드를 클릭합니다.

트랙패드 환경설정에서 각 동작에 대해 더 배우고, 사용자에게 맞는 압력을 설정하며, 압력 센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기타 트랙패드 기능을 사용자화하십시오.

키보드
전원 버튼

기능(Fn)키

 • 기능(fn) 키: 기능 키(F1~F12)에 할당된 동작을 실행하려면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능 키(F1~F12)를 
누르십시오. 기능 키를 사용자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한 다음 Mac 
도움말에서 '기능 키' 를 검색합니다.

 • 밝기 키(F1, F2): 화면 밝기를 높이거나 줄이려면  또는 를 누르십시오.

 • Mission Control 키(F3): MacBook에서 모든 작업공간 및 열려있는 윈도우를 포함하여 실행 중인 항목을 
보려면 을 누르십시오.

 • Launchpad 키(F4): MacBook에 있는 모든 App을 즉시 보려면 을 누르십시오. App을 
열려면 클릭하십시오.

 • 키보드 조명 밝기 키(F5, F6): 키보드 밝기를 높이거나 줄이려면  또는 를 누르십시오.

 • 미디어 키(F7, F8, F9): 노래, 영화 또는 슬라이드쇼를 되감기하려면 를,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하려면 
를, 빨리 감기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 음소거 키(F10): 내장 스피커 및 헤드폰 포트의 사운드를 음소거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 음량 키(F11, F12): 내장 스피커 또는 헤드폰 포트의 사운드 음량을 높이거나 줄이려면  또는 
를 누르십시오.

 • 전원 버튼: MacBook을 켜거나 끄려면 3초 동안 을 길게 누르십시오. MacBook을 잠자기 상태로 
만들려면 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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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다음 액세서리는 MacBook을 전원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기기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및 썸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표준 USB 액세서리에 연결하려면 이 어댑터에 USB 포트를 
사용합니다. iPhone, iPad 및 iPod을 동기화하고 충전하려면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USB-C-USB 어댑터: MacBook에 표준 USB 액세서리를 연결하십시오.

USB-C Digital AV 멀티포트 어댑터: MacBook 충전을 위해 USB-C 충전 케이블 
및 표준 USB 기기를 연결하는 동안 MacBook을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Book 디스플레이를 HDMI TV로 미러링하거나 최대 1080p HD 품질로 
볼 수 있습니다.

USB-C VGA 멀티포트 어댑터: MacBook 충전을 위해 USB-C 충전 케이블 
및 표준 USB 기기를 연결하는 동안 MacBook을 VGA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Book 디스플레이를 VGA TV로 미러링하거나 최대 1080p HD 품질로 볼 
수 있습니다.

MacBook 디스플레이 미러링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외장 디스플레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어댑터 및 기타 액세서리는 store.apple.com/kr 또는 지역 Apple Store 직영매장에서 별도로 판매됩니다. 
일부 USB 액세서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어댑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설명서를 살펴보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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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MacBook을 처음으로 켜면 설정 지원이 새로운 Mac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단계를 안내합니다.

MacBook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Wi-Fi에 연결되었는지 Bluetooth®를 켰는지 확인하고 Apple ID를 생성하여 
iCloud에 로그인하십시오. 설정 지원을 통해 이러한 단계를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려는 경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Wi-Fi에 연결하기. 메뉴 막대에서 Wi-Fi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Wi-Fi 아이콘 이 보이지 않는 경우,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한 다음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 왼쪽 목록에서 Wi-Fi를 선택한 다음 '메뉴 막대에서 Wi-Fi 상태 보기' 를 선택하십시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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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끄기. 메뉴 막대에서 Wi-Fi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Wi-Fi 끄기를 선택하십시오.

Bluetooth 켜거나 끄기. 메뉴 막대에서 Bluetooth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Bluetooth 켜기 또는 
Bluetooth 끄기를 선택하십시오.

Bluetooth 아이콘 이 보이지 않는 경우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여 Bluetooth를 클릭한 
다음 '메뉴 막대에서 Bluetooth 보기' 를 선택하십시오.

Apple ID 생성하기. Apple ID는 iTunes Store에서 음악, 동영상 및 TV 프로그램 구입, App Store에서 App 
다운로드, iCloud에 사용자의 콘텐츠 보관을 비롯하여 Apple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Apple ID가 없는 경우 iCloud 환경설정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iCloud를 클릭하고 Apple ID 생성을 클릭하십시오.

Apple ID는 iTunes Store에서 음악, 동영상 및 TV 프로그램 구입, App Store에서 App 다운로드, iCloud에 
사용자의 콘텐츠 보관을 비롯하여 Apple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iCloud 설정하기.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iCloud를 클릭하고 Apple ID를 
입력한 다음 사용하려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중요사항:  모든 기기에서 iCloud에 대해 동일한 Apple ID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Cloud 설정하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한 다음 Mac 도움말에서  
'iCloud 설정하기' 를 검색합니다.

사용자의 모든 도큐멘트,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을 iCloud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에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iCloud 및 MacBook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iCloud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사용자의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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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법 찾기

개요
데스크탑에서 시작하기. 데스크탑은 파일을 정리하고, App을 빠르게 열고, Mac을 검색하고 그 이상의 작업을 
할 수 있는 Mac의 기본 위치입니다.

도움말 메뉴 Wi-Fi메뉴 막대 Spotlight

Dock 시스템 환경설정Finder

Finder
Finder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든 파일(도큐멘트, 이미지, 동영상 및 음악 등)을 정리하여 찾거나 파일을 빠르게 
미리볼 수 있습니다.

Finder 윈도우 열기. 화면 하단에 있는 Dock에서 Finder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Dock
화면 하단에 있는 Dock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p 및 도큐멘트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Dock을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만들거나, 항목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Dock을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가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Dock에 항목 추가하기. 항목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곳에 놓으십시오. Dock에서 선 왼쪽에 App을 놓고 
파일이나 폴더를 오른쪽에 두십시오.

Dock에서 항목 제거하기. Dock 바깥으로 드래그하십시오. 해당 항목은 Dock에서만 제거될 뿐 Mac에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Dock 모양 변경하기.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한 다음 Dock을 클릭하십시오.

시스템 환경설정
사용자에게 딱 맞게 MacBook을 설정합니다. 에너지 절약 환경설정을 사용하여 잠자기 설정을 변경하거나, 
데스크탑 및 화면 보호기 환경설정을 사용하여 데스크탑 배경을 추가하거나 화면 보호기를 선택하는 
등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환경설정 열기.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거나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설정하려는 환경설정을 클릭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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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MacBook뿐 아니라 MacBook에 없는 정보도 검색합니다. Spotlight는 위키백과, 지도, 날씨, 주식 및 
스포츠와 같은 다른 소스 외에도 Mac에서 결과를 찾아 제공합니다.

무엇이든 검색하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을 클릭하거나 Command–스페이스 바를 누른 다음 
입력을 시작하십시오.

메뉴 막대
메뉴 막대는 화면 상단을 따라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Wi-Fi 상태  
확인, 음량  변경,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도움말 메뉴에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보기.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한 다음 검색 필드에 질문 또는 용어를 입력하십시오. 결과 
목록에서 주제를 선택하거나 모든 도움말 주제 보기를 선택하여 모든 결과를 봅니다.

App을 사용하여 도움말을 보려면 App을 사용하는 동안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빠르게 App 열기
MacBook은 웹 탐색, 이메일 확인, 도큐멘트 및 프레젠테이션 생성, 사진 공유, 영화 감상 등, 사용자가 
좋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App이 함께 제공됩니다. Spotlight, Dock 또는 Launchpad에서 빠르게 App을 
열 수 있습니다.

Launchpad

폴더

Mac App Store

App 열기. Dock에서 App 아이콘 또는 Launchpad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App을 클릭하십시오. 
Spotlight를 사용하여 App을 검색한 다음 Spotlight 검색 결과에서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Launchpad에서 App 정리하기. 폴더를 생성하려면 한 App을 다른 App 위로 드래그하십시오. 새로운 
폴더로 다른 App들을 드래그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서 App을 제거하려면 밖으로 드래그하십시오.

더 많은 App 가져오기. Dock에서 Mac App Stor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Mac App Store에서 App을 
다운로드하면 Launchpad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App 및 OS X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려면  
Mac App Store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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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하기
MacBook의 배터리는 MacBook이 전원에 연결될 때마다 충전됩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포함된 케이블 및 USB-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전원 콘센트에 MacBook을 
연결하십시오. 배터리가 충전 중임을 나타내는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배터리는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잠자기 
상태일 때 더 빨리 충전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하기. 배터리 수준 또는 충전 상태를 확인하려면 메뉴 막대 오른쪽의 배터리 상태 
아이콘을 보십시오. App, 주변 기기 및 사용 중인 시스템 설정 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전력을 보려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충전됨충전 중

배터리 절약하기. 현재 충전 상태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려면 디스플레이 밝기를 줄이고, App을 닫고, 
사용하지 않는 주변 기기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에너지 절약 환경설정에서 전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ock의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한 다음 에너지 절약 클릭).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MacBook이 잠자기 
또는 대기 모드인 경우, 해당 기기의 배터리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MacBook의 충전식 내장 배터리 및 배터리 절약 및 성능 팁에 관한 정보는 www.apple.com/kr/batteries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기

다른 Mac 또는 PC에서 사용자의 MacBook으로 파일 및 설정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MacBook을 처음 설정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사용하여 다른 Mac, PC 또는 AirPort 베이스 스테이션(별도 판매)에 있는  
Time Machine 백업 파일을 무선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두 컴퓨터가 동일한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지원 사용하기. Finder 윈도우를 연 다음 응용 프로그램 > 유틸리티로 이동하고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이중 클릭하십시오. Wi-Fi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려면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새 MacBook으로 콘텐츠 옮기기를 참조하십시오.

저장 장치에서 파일 복사하기. USB-C 대 USB 어댑터와 같은 어댑터를 사용하여 MacBook에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액세서리 참조). 그런 다음 수동으로 MacBook에 파일을 드래그하십시오.

Time Machine 백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를 참조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http://www.apple.com/kr/batteries
https://support.apple.com/ko-kr/HT204754


4

  14

MacBook 사용하기
MacBook은 어디든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iCloud, OS X El Capitan과 MacBook의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사용자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린트, 재생, 공유, 영상 대화 및 
데이터 백업 등이 모두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MacBook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iCloud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사용자의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기

iCloud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사용자의 중요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iCloud는 도큐멘트, 사진, 음악, App, 연락처, 캘린더 등을 저장하여 Wi-Fi에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iCloud는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모든 것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iPhone 또는 
iPad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계정으로 iCloud에 로그인하여 어느 기기에서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loud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iCloud Drive에 파일 저장하기. iCloud Drive에 파일을 저장한 다음 직장, 집 또는 이동 중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iCloud Drive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Finder 윈도우를 열고 사이드바의 iCloud Drive에 해당 
파일을 드래그하십시오. MacBook에 있는 파일과 같이 iCloud Drive에서 파일을 구성 및 태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loud Drive에서 한 파일을 편집하면 iCloud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편집 내용이 표시됩니다. 

MacBook 기본사항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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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유로 구입 항목 공유하기. 최대 6명의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iCloud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iTunes Store, App Store 및 iBooks Store 구입 항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용 카드로 가족 구입 
항목을 결제하고, 사용자의 MacBook 또는 iOS 기기에서 직접 자녀의 구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 가족 캘린더 및 미리 알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유를 설정하려면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하고 iCloud를 클릭한 다음 가족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iCloud 사진 공유를 사용하여 사진 공유하기. 사용자가 선택한 사람들과 사진 및 비디오를 공유하고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진, 비디오 및 댓글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하고 iCloud를 클릭한 다음 사진을 클릭하십시오.

어디서나 구입 항목 즐기기. iCloud에 로그인하면 iTunes Store, Mac App Store 및 iBooks Store에서 
구입한 항목을 사용자의 MacBook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모든 음악, 동영상,  
책 등을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Mac 찾기를 사용하여 MacBook 찾기. MacBook을 잃어버린 경우 화면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원격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나의 Mac 찾기를 켜려면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하고 iCloud를 클릭한 
다음 나의 Mac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iCloud 계정은 5GB의 무료 저장 공간과 함께 제공되며 사용자가 구입한 음악, App, TV 프로그램 및 책은 저장 
공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iCloud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ac 도움말로 이동하여 iCloud에 대해 검색하거나 
www.apple.com/kr/icloud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acBook과 iOS 기기를 함께 사용하기

개요
MacBook과 iOS 기기가 완벽하게 연동하여 MacBook의 전력과 휴대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MacBook과  
iOS 기기에서 사용자의 iCloud 계정에 로그인하고 MacBook과 해당 기기가 가까운 위치에 있기만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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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사용자의 MacBook에서 바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받기. 누군가가 사용자의 iPhone으로 전화를 걸면 MacBook 화면에 나타나는 알림을 클릭하십시오. 
사용자의 Mac이 스피커폰이 됩니다.

전화 걸기. FaceTime, 연락처, Safari, 캘린더, Spotlight 또는 기타 App에서 전화 번호를 클릭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사용자의 MacBook에서 SMS 및 MMS 문자 메시지를 직접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기기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MacBook에 나타나는 모든 
메시지는 사용자의 iPhone에도 나타납니다.

Instant Hotspot
이동 중이거나 Wi-Fi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MacBook은 사용자 iPhone(iOS 8 이상이 설치된) 
또는 iPad(iOS 8 이상이 설치된 셀룰러 모델)의 개인용 핫스팟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기의 개인용 핫스팟에 연결하기. 메뉴 막대의 Wi-Fi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 기기 
목록에서 iPhone 또는 iPad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기기에서 아무 것도 켤 필요가 없습니다. MacBook이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연결 상태 확인하기. 셀룰러 신호 강도를 보려면 Wi-Fi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개인용 핫스팟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iOS 기기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제합니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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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
Hando∂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떠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MacBook에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다가 iPad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는 iPhone에서 이메일을 작성하다가 MacBook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MacBook 및 기기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Hando∂ 중인 동작이 있을 때마다 Dock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곧바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MacBook에서 Hando∂ 켜기.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하고 일반을 클릭한 다음 '이 Mac과 
iCloud 기기 간에 Hando∂ 허용' 을 선택하십시오.

iOS 기기에서 Hando∂ 켜기. 설정 > 일반 > Hando∂ 및 추천 App으로 이동한 다음 탭하여 Hando∂를 
켜십시오. 해당 옵션이 보이지 않는 경우 iOS 기기가 Hando∂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Hando∂를 사용하려면 iOS 8이 설치되어 있는 iPhone 5 이상, iPod touch(5세대) 이상, iPad(4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MacBook 및 iOS 기기가 동일한 iCloud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Hando∂는 캘린더, 연락처, Mail, 지도, 메시지, 메모, 미리 알림, Safari, Keynote, Numbers 및 Page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Book로 Instant Hotspot, 메시지, 전화 통화 및 Hando∂ 사용하기에 관해 배우려면 Mac 도움말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www.apple.com/kr/osx/continuity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무선 공유, 프린트 및 재생하기

개요
AirDrop을 사용하여 파일, 클립 항목, 웹 페이지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Mail 및 Safari와 같은 App
에서 AirPrint 지원 프린터를 통해 무선으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AirPlay를 사용하여 음악, 사진 및 비디오를 
Apple TV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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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ple.com/kr/osx/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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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Drop
AirDrop을 사용하며 Mac과 iOS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Finder에서 파일 보내기. Dock에서 Finder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왼쪽의 사이드바에서 AirDrop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보내려는 사람이 윈도우에 나타나면 파일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드래그하십시오.

App에서 파일 보내기. Pages 또는 미리보기와 같은 App을 사용할 때 공유 버튼 을 클릭하고 
AirDrop을 선택하십시오.

AirDrop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항목을 보내는 사람 제어하기. Dock에서 Finder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이드바에서 AirDrop을 클릭한 다음 '상대가 나를 발견하도록 허용'  메뉴를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파일을 보내면 받는 사람은 해당 파일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으면 MacBook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프린트하기
App에서 프린트할 때 프린트 대화상자의 주변 프린터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AirPrint
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Wi-Fi 네트워크에 있는 AirPrint 지원 프린터

 • 네트워크 프린터 또는 사용자의 Wi-Fi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Mac을 통해 공유되는 프린터

 • AirPort 베이스 스테이션의 USB 포트에 연결된 프린터

AirPort 프린터로 프린트하기. App에서 프린트하려면 프린터 목록에서 AirPort 프린터를 선택하십시오.

찾고 있는 프린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프린터가 사용자의 MacBook과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도 보이지 않으면 프린터를 추가해 보십시오.  
Dock의 시스템 환경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USB를 사용하여 해당 프린터를 MacBook에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AirPrint 지원 프린터 및 기타 지원 프린터 목록은 AirPrint에 관하여 및 OS X: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린터 및  
스캐너 소프트웨어 를 참조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http://support.apple.com/kb/HT201311?viewlocale=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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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y
AirPlay 미러링을 사용하여 MacBook 화면을 TV로 볼 수 있습니다. HDTV가 Apple TV에 연결되어 있고, 
Apple TV가 MacBook과 동일한 Wi-Fi 네트워크상에 있는 경우, MacBook의 디스플레이를 TV 화면에 
미러링하거나 TV를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rPlay 미러링 사용하기. 메뉴 막대에서 AirPlay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Apple TV를 선택하십시오. 
AirPlay 디스플레이가 동작 중이면 해당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일부 경우에는 같은 Wi-Fi 네트워크에 없어도 Apple TV와 같은 AirPlay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2P AirPlay라고 함). P2P AirPlay를 사용하려면 Apple TV 소프트웨어 7.0 이상이 설치된 Apple TV(3세대 
rev A, 모델 A1469 이상)가 필요합니다.

Apple TV 및 AirPort 베이스 스테이션은 store.apple.com/kr 또는 지역 Apple Store 직영매장에서 
별도로 판매합니다.

AirDrop, AirPrint 및 AirPlay에 대해 알아보려면 Mac 도움말로 이동하십시오. MacBook을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외장 디스플레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FaceTime으로 영상 통화 걸기

MacBook은 FaceTime 영상 통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FaceTime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상 통화 걸기. Dock에서 Launchpad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FaceTime을 클릭하십시오.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연락처 목록에 이름이나 번호가 있는 경우 FaceTime이 자동으로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 
전화 걸 사람의 이름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FaceTime 카메라
영상 통화 걸기, 비디오 촬영 

및 스냅샷 찍기

Photo Booth를 사용하여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는 데에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려면 
Mac 도움말을 열고 FaceTime 또는 Photo Booth를 검색하십시오.

영상 통화를 최적화하려면 조명이 좋은 환경에서 FaceTime을 사용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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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MacBook 기본사항 20

외장 디스플레이 사용하기
MacBook의 USB-C 포트는 비디오 출력을 지원합니다. MacBook을 외장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또는 HDTV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GA 디스플레이 또는 프로젝터 연결하기. VGA 케이블 및 USB-C VGA 멀티포트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HDMI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 또는 HDTV 연결하기. HDMI 케이블 및 USB-C Digital AV 멀티포트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어댑터는 별도로 판매됩니다. MacBook 어댑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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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및 복원하기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MacBook을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Book에 내장된  
Time Machine으로 백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Time Machine을 사용하려면 무선으로  
AirPort Time Capsule에 연결하거나 지원되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MacBook에 자가 전원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MacBook 어댑터에 관한 정보는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Time Machine 설정하기. MacBook과 AirPort Time Capsule이 동일한 Wi-Fi 네트워크상에 있거나  
저장 장치가 MacBook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하고  
Time Machine을 클릭한 다음 켬을 클릭하십시오. 백업에 사용할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모두 설정된 것입니다.

Time Machine:

 • 시스템 파일, App, 계정, 환경설정, 음악, 사진, 동영상 및 도큐멘트를 비롯한 전체 MacBook을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 정해진 날에 컴퓨터가 작업한 내용을 기억하여 과거에 보였던 대로 MacBook을 다시 방문하거나 
도큐멘트의 이전 버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Time Machine 백업에서 전체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cBook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사용자의 파일은 안전하며 손상되지 않습니다.

MacBook에서 백업 및 복원하기에 대해 배우려면 Mac 도움말로 이동하여 Time Machine 백업 또는 복원에 
대해 검색하십시오. AirPort Time Capsule에 대해 더 배우려면 www.apple.com/kr/airport-time-capsule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AirPort Time Capsule은 store.apple.com/kr 또는 지역 Apple Store 직영매장에서 별도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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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sPDFResizeFactor% resize 
factor

답변 받기

MacBook 사용하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Mac 도움말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보기. Dock에서 Finder를 클릭한 다음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고 검색 필드에 질문 
또는 용어를 입력하십시오. 결과 목록에서 주제를 선택하거나 모든 도움말 주제 보기를 선택하여 모든 
주제를 봅니다.

내용 방법

MacBook 지원 www.apple.com/kr/support/macbook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acBook 사양 www.apple.com/kr/macbook/specs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acBook 안전하게 사용하기  중요한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중요한 MacBook 정보 Apple 메뉴() > 이 Mac에 관하여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지원을 클릭하고 중요 정보 > 제품 정보 
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support/macbook
http://www.apple.com/kr/macbook/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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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에 관하여
MacBook은 웹 서핑, 메일 및 메시지 전송, 캘린더 구성과 같이 매일 하는 작업을 위한 뛰어난 여러 가지 
App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진, iMovie, GarageBand, Pages, Numbers 및 Keynote와 같은 App도 함께 
제공되므로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App을 찾으려면 Mac App Store로 이동하십시오. 조리법 관리, DJ, 최신 게임 등 사용자가 원하는 
App은 뭐든 다 있습니다. Dock에 있는 App Store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App 사용에 관한 도움을 얻으려면 해당 App 사용을 사용할 때 화면 상단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Safari

Safari는 Mac에서 웹을 서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마트 검색 필드에서 바로 클릭하여 즐겨찾기 웹 
사이트의 아이콘을 보거나 검색 용어 또는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Safari를 사용하면 색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읽기 목록에 저장하여 나중에 읽을 수 있으며 자주 방문하는 웹 사이트를 
고정하여 항상 최신으로 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탭 보기에서는 열려 있는 모든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iOS 기기의 열려 있는 탭도 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보기
스마트 검색 필드를 

클릭하면 즐겨찾기 웹 

사이트의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쉽게 웹 페이지를 

전송하거나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합니다.

사이트 고정하기
자주 방문하는 웹 사이트를 

활성화 상태로 열어 두고 

쉽게 접근하려면 사이트를 

고정합니다.

App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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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Mail을 사용하면 하나의 App에서 모든 이메일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Cloud, Gmail, Yahoo 메일 및 
AOL 메일과 같이 가장 인기있는 이메일 서비스와 동작합니다.

Mail Drop을 사용하여 대용량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iCloud에 업로드되고 받는 사람은 
해당 링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마크업을 사용하면 양식을 기입 및 사인하거나 PDF에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에서 쓸어넘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읽음 또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Mail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설정 지원이 계정을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검색
검색 결과를 빠르게 

좁혀 원하는 항목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안
클릭 한 번으로 이메일에 있는 

이름 또는 이벤트를 사용자의 

연락처 또는 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이메일
Mail에서 모든 

계정을 봅니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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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캘린더에서 사용자의 여러 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집, 학교, 회사에 대해 각각의 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윈도우에서 모든 캘린더를 보거나 원하는 캘린더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생성하고 
초대장을 보낸 다음 응답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벤트에 추가하면 캘린더에 지도 및 기상 예보가 
포함되며 이동 시간을 계산하여 떠날 시간을 알려줍니다. iCloud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든 Mac 및 iOS 
기기에서 자동으로 캘린더를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iCloud 사용자와 캘린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iCloud 캘린더를 공유하고 Google 및 Yahoo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추가
새로운 이벤트를 빠르게 

생성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속성
캘린더는 지도에 이벤트 

위치를 표시하며 이동 

시간을 계산합니다.

캘린더 보기
일, 주, 월 또는 

연도 등의 원하는 

보기를 선택합니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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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제 메모에는 텍스트 외에 다른 항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afari의 웹 링크와 지도의 주소와 같은 다른 
App의 사진, 비디오 및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완료할 때마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기기에서 동일한 iCloud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모가 모든 사용자의 기기에서 최신으로 유지됩니다. 
Mac에서 해야 할 일 목록을 생성한 다음 이동 중에 iPhone에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편리한 목록을 

생성합니다.

사진
사진 및 기타 항목을 

메모로 드래그합니다.

74% resize factor



 제 5 장    App 27

메시지

메시지는 연락을 주고 받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Apple ID로 로그인하면 Mac, iPad, iPhone 또는  
iPod touch를 사용하는 사람과 텍스트, 사진, 비디오 등을 포함한 iMessage 및 SMS 메시지를 모두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iMessage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iOS 기기에서 시작한 대화를 사용자의 MacBook
에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새로운 참여자를 추가하는 등 그룹 대화를 쉽게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통화하려는 경우 메시지의 대화에서 FaceTime 영상 통화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관리하기
세부사항을 클릭하면 

FaceTime 통화를 시작하거나 

대화 내용에 있는 첨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
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장 중
세 개의 점은 친구가 답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FaceTime 영상 통화를 사용하려면 발신자 및 수신자에게 모두 FaceTime 지원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은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됩니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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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Mac에서 지도를 사용하여 새로운 목적지를 탐색하고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 또는 위성 보기를 
사용하여 위치를 보거나 Flyover를 사용하여 선택한 도시를 생생한 3D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세계 
각 도시의 교통 옵션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및 호텔과 같은 관심 지역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지도에는 
전화번호, 사진 및 Yelp 리뷰까지 표시됩니다. 목적지를 찾으면 지도가 경로를 운전, 도보 또는 대중 교통 
(선택한 도시에서)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주며 iPhone으로 전송하여 이동 중에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지도는 교통 정보를 포함한 

상세 경로를 제공합니다.

대중 교통
버스, 기차, 

지하철 또는 페리 

경로를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iPhone에 보내기
가는 길을 음성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받기 

위해 iPhone으로 경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  내비게이션 관련 중요 정보 및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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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Spotlight를 사용하면 Mac에 있는 모든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Spotlight 아이콘 을 
클릭하거나 Command–스페이스 바를 누른 다음 입력을 시작합니다. Spotlight는 위키백과, Bing, 지도, 날씨, 
주식, 스포츠 등은 물론, 도큐멘트, 연락처 및 이메일 메시지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Mac에서 결과를 찾습니다. 
검색 결과로부터 전화 걸기, 이메일 전송, 경로 찾기, 환율 변환과 같은 동작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Spotlight에서 바로 미리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날씨, 주식, 스포츠, 대중 교통 

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Spotlight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기능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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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nes

iTunes를 통해 음악, 동영상, TV 프로그램 등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Mac에 있는 iTunes App에는 클래식 
또는 새로운 즐겨찾기를 발견할 수 있는 iTunes Stor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음악 서비스인 
Beats 1 생방송 라디오 및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연락할 수 있는 Connect가 포함된  
Apple Music도 있습니다.

보관함
음악, 동영상, TV 

프로그램, Podcast 
등을 구성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Apple Music
구독하여 수백만 곡의 노래와 

Beats 1 실시간 라디오를 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iTunes Store
새로운 음악, 동영상, 

TV 프로그램 등을 

탐색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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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p, iMovie 및 GarageBand

사진 App, iMovie 및 GarageBand는 사진, 동영상 및 음악을 공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App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의 보관함을 정렬하고 멋진 사진첩, 카드 및 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loud 사진 보관함을 사용하여 전체 사진 및 비디오 모음을 보관하고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으며 
iMovie를 사용하여 홈 비디오를 훌륭한 영화 및 헐리우드 스타일의 멋진 예고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arageBand에는 악기 연주를 배우고 음악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녹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사진이 날짜 및 위치별로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공유
Facebook에 좋아하는 

항목을 게시하거나 iCloud 
또는 메시지로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고유의 책, 카드 및 

캘린더를 쉽게 생성하고 

주문합니다.

74% re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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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sPDFResizeFactor% resize 
factor

Pages, Numbers 및 Keynote

Mac에서 멋진 도큐멘트, 스프레드시트 및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십시오. 멋진 템플릿을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시작하여 간단히 자신만의 문구 및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을 
사용자화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텍스트 또는 대상체를 선택하면 오른쪽의 포맷 패널에서 모든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ce 파일을 열고 편집하며, 도구 막대에서 곧바로 Mail 또는 메시지를 통해 작업에 
대한 링크를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등 추가
이미지, 동영상, 차트 등의 

미디어가 풍부한 도큐멘트를 

생성합니다.

공유
Mail 또는 메시지로 

작업에 대한 링크를 

쉽게 공유합니다.

포맷 패널
도구는 지능형 포맷 

패널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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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 정보

경고:  다음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화재, 감전 또는 기타 부상이나 MacBook 또는 기타 자산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MacBook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안전 정보를 모두 읽어 보십시오.

내장 배터리.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되면 과열되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MacBook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Apple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만 교체할 수 있으며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MacBook을 100°C 온도 이상의 난방기 또는 난로와 같은 
과도한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서비스 및 재활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pple.com/kr/batteries/service-and-recycling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취급하기. MacBook을 주의하여 다루십시오. 이 제품은 금속, 유리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민감한 
전자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acBook을 컴퓨터의 주변 및 아래가 적절히 통풍이 되는 안정된 작업 
공간에 놓으십시오. MacBook을 떨어뜨리거나, 소각하거나, 구멍이 나거나, 밟거나, 액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제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등의 손상된 MacBook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이 있거나 젖은 곳. MacBook을 음료수,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물기가 많은 곳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MacBook을 비, 눈 및 안개와 같이 습기가 많은 날씨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수리하기. MacBook에는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MacBook을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또는 수리하거나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MacBook을 분해하면 손상을 입거나 
사용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MacBook이 손상되었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액체와 접촉한 경우 
Apple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Apple 공인 수리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열어 보는 경우 컴퓨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에는 MacBook에 대한 제한된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경로 및 위치 기반 App은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결과, 경로 또는 위치 기반 정보는 사용할 수 없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cBook에서 제공된 정보와 주변 환경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도로 표지판 정보를 따르십시오. 집중이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MacBook을 사용하는 지역의 도로 표지판 및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일반 상식을 따르십시오.

충전하기. 포함된 29W USB-C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거나 USB-C와 호환되며 적용 규제를 준수하는 기타 타사 
케이블 및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MacBook을 충전하십시오.

손상된 케이블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습기가 있을 때 충전하면 화재, 감전, 상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MacBook 또는 기타 자산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MacBook 충전을 위해 포함된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때 어댑터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USB-C 충전 케이블(2m)이 전원 어댑터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기적인 열 노출. MacBook 및 포함된 29W USB-C 전원 어댑터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매우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MacBook 및 포함된 29W USB-C 전원 어댑터는 정보통신기기 국제 안전 표준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표면 온도 제한을 준수합니다(IEC 60950-1). 하지만 이러한 제한 내에서도 장기간 동안 따뜻한 
표면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불편함이나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 취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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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에 따라 동작 중이거나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기기나 전원 어댑터에 피부를 장시간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기기나 전원 어댑터 가까이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통풍구를 차단할 수 있는 베개, 담요 또는 기타 부드러운 소재 위에서 MacBook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사용 중 
또는 충전 중일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MacBook 및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두십시오.

통풍구에는 어떤 것도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험하며 컴퓨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MacBook이 동작 
중일 때는 키보드 위에 아무 것도 놓지 마십시오. MacBook을 무릎에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할 정도로 
뜨거워진다면 무릎에서 내려 안정적이며 통풍이 잘되는 작업 표면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열을 감지하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29W USB-C 전원 어댑터.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열 관련 상해 또는 손상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전기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 전원 어댑터 확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는 책상, 테이블 또는 바닥에 전원 
어댑터를 두십시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라면 전원 어댑터와 다른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 케이스를 깨끗하게 닦고 싶은 경우( 중요한 취급 정보에서 설명하는 권장 절차만 따를 것).

 •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 MacBook 또는 29W USB-C 전원 어댑터가 빗물,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케이스에 물을 
엎질렀을 경우.

 • MacBook 또는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떨어뜨렸거나, 케이스가 손상되었거나, 서비스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부스러기가 전원 포트에 들어간 경우에는 마른 면봉으로 살짝 제거하십시오.

29W USB-C 전원 어댑터 사양: 

 • 50~60Hz, 단상

 • 100~240V

 • 14.5V DC, 2.0A 또는 5.2V DC, 2.4A

청각 손상. 높은 음량으로 사운드를 청취하면 청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높은 음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배경 소음으로 인해 실제보다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MacBook과 호환되는 
이어버드, 헤드폰 또는 이어폰만 사용하십시오. 귀에 착용하기 전에 오디오를 켜고 음량을 확인하십시오. 청각 
손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pple.com/sound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청각 손상을 예방하려면 장시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선 주파수 노출. MacBook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무선 신호를 사용합니다. 무선 
신호에서 야기되는 RF(무선 주파수) 에너지 관련 정보 및 노출을 최소화화할 수 있는 단계는 
www.apple.com/legal/rfexposure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의료 기기 전파방해. MacBook은 맥박 조정기, 제세동기 또는 기타 의료 기기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장을 방출하는 부품 및 무선 통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와 MacBook을 분리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의료 기기와 관련된 정보는 의사 및 의료 기기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MacBook이 심장 
박동기 또는 다른 의료 기기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MacBook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의료상의 문제. MacBook 사용으로 인해 의료상의 문제(예: 발작, 실신, 눈의 피로 또는 두통)가 발생한 것 
같으면 MacBook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반복적인 동작. MacBook으로 게임을 하거나 입력하는 등의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손, 팔, 손목, 
어깨, 목 또는 기타 신체 부위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이 느껴지면 MacBook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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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의 위험. 일부 MacBook 액세서리는 어린이에게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활동. MacBook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사망, 상해나 심각한 환경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성 환경. 연료가 있는 지역 또는 화학 성분이나 입자(곡물, 먼지 또는 금속 가루)를 포함한 대기의 장소와 
같이 잠재적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MacBook을 충전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표지판 및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중요한 취급 정보
작동 환경. 다음 범위 외에서 MacBook을 작동할 경우 성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 10°~35°C

 • -25°~45°C

 • 0%~90%(비응결)

 • 최고 0~3048m에서 테스트함

MacBook 휴대하기. MacBook을 큰 가방이나 서류 가방으로 옮기는 경우, 통풍구를 통해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거나 포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클립과 동전같은 물건들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커넥터 및 포트 사용하기. 커넥터를 포트에 강제로 넣지 마십시오. 기기를 연결할 때는 포트에 
먼지나 부스러기가 없는지, 커넥터가 포트와 맞는지, 그리고 커넥터를 포트에 맞게 올바르게 
위치시켰는지 확인하십시오.

USB-C 충전 케이블(2m) 사용하기. 특정 사용 패턴은 케이블이 닿거나 파손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USB-C 충전 케이블은 다른 금속 선이나 케이블과 같이 동일한 부분을 반복해서 구부리면 약해지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꺾이지 않도록 살짝 곡선 형태로 구부리십시오. 케이블 및 커넥터가 꼬이거나, 
단선되거나, 구부러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USB-C 충전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MacBook 보관하기. 오랜 시간 동안 MacBook을 보관하려면 서늘한 곳(22°C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고 
배터리를 50퍼센트 정도 방전하십시오. 컴퓨터를 다섯 달 이상 보관할 경우,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6개월 
정도마다 배터리를 50퍼센트 정도 충전하십시오.

MacBook 청소하기 MacBook의 외면이나 부품을 청소할 때는 먼저 MacBook을 종료하고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그런 다음 보푸라기가 없는 깨끗한 천을 물에 적셔서 MacBook 
외관을 닦으십시오. 내부로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물을 컴퓨터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솔벤트, 연마제 또는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MacBook 화면 닦기. MacBook의 화면을 닦으려면 먼저 MacBook을 종료하고 29W USB-C 전원 어댑터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그런 다음 보푸라기가 없는 깨끗한 천에 물만 적셔서 화면을 닦으십시오. 물을 화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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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공학 이해하기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사용할 때는 어깨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팔꿈치 윗 부분과 팔뚝 부분이 거의 직각을 
이루어야 하며, 손목과 손이 거의 일직선 상에 있어야 합니다.

나쁜 자세바른 자세

입력하거나 트랙패드 사용시 가볍게 누르십시오. 그리고 손과 손가락을 편하게 유지하십시오. 손바닥 밑으로 
엄지 손가락을 구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쁜 자세바른 자세

피로를 피하려면 손의 위치를 자주 바꿔주십시오. 일부 사용자는 쉬지 않고 일한 후에 손, 손목 또는 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 손목 또는 팔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외장 마우스. 외장 마우스를 사용한다면, 마우스를 키보드와 같은 위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으십시오.

의자. 견고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조절 가능한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허벅지가 수평으로, 다리는 바닥에 
닿도록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의자의 뒷면이 사용자의 등 아래부분(허리부분)을 받쳐 주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신체에 적절하게 맞도록 등받침을 조정하십시오.

내장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하여 천장의 조명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반사됨을 
최소화하십시오. 디스플레이를 강제로 뒤로 젖히지 마십시오. 디스플레이는 135도 이상의 각도로 열지 
못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작업 환경의 조명이 바뀌었을 때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pple.com/about/ergonomics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pple과 환경
Apple은 작동 및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environment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더 알아보기, 서비스 및 지원
MacBook에 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 시스템 리포트, Apple Hardware Test 및 온라인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c 도움말. Mac에 있는 Mac 도움말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지침 및 문제해결 정보를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Dock에서 Finder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을 클릭한 다음 Mac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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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리포트. MacBook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시스템 리포트를 사용하십시오.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련 번호 및 운영 체제 버전,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용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포트를 열려면, Apple 메뉴() > 이 Mac에 관하여를 선택한 다음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하십시오.

Apple Hardware Test. Apple Hardware Test(AHT)를 사용하여 메모리나 프로세서와 같은 컴퓨터의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Apple Hardware Test를 사용하려면 전원 어댑터를 제외한 모든 외부 기기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MacBook
을 재시동하고 시동 시 D 키를 누른 상태로 계십시오. AHT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Return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AHT 주 화면이 나타나면(약 45
초 후)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AHT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오류 코드가 나타납니다. 지원 옵션을 계속하기 
전에 오류 코드를 적어두십시오. AHT가 하드웨어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 온라인 서비스 및 지원 정보는 www.apple.com/kr/support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Apple 
제품을 알아보거나 온라인 설명서를 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Apple 사용자와 
의견을 공유하고 Apple의 서비스, 지원 및 전문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AppleCare 지원. 지원이 필요한 경우 AppleCare 담당자가 App 설치 및 열기,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지원 센터에 전화하십시오(처음 90일간은 무료). 전화할 때는 MacBook의 구입일과 
일련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90일간의 무상 전화 지원 서비스는 구입일부터 시작됩니다.

국가 전화 번호 웹 주소

대한민국 080 333 4000 www.apple.com/support/country

전화 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 및 국제 전화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www.apple.com/support/contact/phone_contacts.html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FCC 준수
이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기기 조작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이 기기는 
전파방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2) 이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파방해를 포함한 어떠한 
전파방해도 수용합니다.

이 기기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전파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기기를 껐다 켬으로써 알아낼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통해 전파방해를 교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 방향 또는 위치를 조정합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에 간격을 멀리합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전기 회로가 아닌 다른 전기 회로에 있는 콘센트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판매점 또는 라디오/TV 전문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요사항:  Apple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제품을 변경 또는 개조할 경우 EMC(전자파 적합성) 및 무선 준수 
사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와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차폐된 케이블(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 포함)을 
사용하는 조건 하에 이 제품에 대한 EMC 준수가 검증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 제품과 
발생할 수 있는 전파방해를 줄이기 위해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 및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Apple에 문의하거나 MacBook을 Apple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Apple 공인 수리 
센터로 가져가십시오. 또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라디오/텔레비전 전문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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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nc. Corporate Compliance
1 Infinite Loop, MS 91-1EMC
Cupertino, CA 95014

캐나다 준수 성명
이 기기는 캐나다 산업 라이선스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기기 조작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이 기기는 전파방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2) 이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파방해를 
포함한 어떠한 전파방해도 수용합니다.

대역폭 5150~5250MHz에서의 작동은 동일 채널 모바일 위성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전파방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사용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대역폭 5250~5350MHz 및 5650~5850MHz의 기본 사용자(예: 우선순위 사용자)에게 
고출력 전파가 할당되어 있고 이러한 전파는 LE-LAN 기기에 전파방해 및/또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La bande 5150~5250MHz est réservés uniquement pour une utilisation à l'intérieur afin de 
réduire les risques de brouillage préjudiciable aux systèmes de satellites mobiles utilisant les 
mêmes canaux.

Les utilisateurs êtes avisés que les utilisateurs de radars de haute puissance sont désignés 
utilisateurs principaux (c.-à-d., qu'ils ont la priorité) pour les bandes 5250-5350 MHz et 
5650-5850 MHz et que ces radars pourraient causer du brouillage et/ou des dommages aux 
dispositifs LAN-EL.

CAN ICES-3 (B)/NMB-3(B)

유럽–EU 적합성 선언문

이로써 Apple Inc.는 이 무선 기기가 R&TTE Directive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함을 명시합니다.

EU 적합성 선언문은 www.apple.com/euro/complianc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유럽 연합 본부는 아일랜드 코크시 홀리힐 산업 단지에 있는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입니다.

이 기기는 유럽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제한
이 기기는 5150~5350MHz 주파수 대역의 실내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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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AR® 준수 성명

ENERGY STAR 협력업체로서 Apple은 이 제품의 표준 구성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ENERGY STAR 지침을 
충족함을 밝힙니다. ENERGY STAR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 제품을 제작하는 전자 제품 제조업체와의 협력 
관계입니다. 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자본을 절약하고 가치있는 리소스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MacBook에는 사용자가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잠자기 모드로 전환되도록 컴퓨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 전력 관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깨우려면 트랙패드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Dock에서 시스템 환경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에너지 
절약을 클릭합니다.

ENERGY STA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nergystar.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폐기 및 재활용 정보

이 기호는 이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 및 
배터리 폐기 시 지역 환경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Apple의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수거 사항, 제한 물질 및 기타 환경적 노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pple.com/kr/environment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유럽 연합—폐기 정보

이 기호는 지역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이 제품 및 제품의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지역 관청에서 지정한 수거 장소에 가져가십시오. 폐기 시 제품 및 
배터리를 개별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되며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Türkiye
AEEE Yönetmeliğine Uygundur.

Brasil—Informações sobre descarte e reciclagem

O símbolo indica que este produto e/ou sua bateria não devem ser descartadas no lixo 
doméstico. Quando decidir descartar este produto e/ou sua bateria, faça-o de acordo com as 
leis e diretrizes ambientais locais. Para informações sobre o programa de reciclagem da Apple, 
pontos de coleta e telefone de informações, visite www.apple.com/br/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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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ción sobre eliminación de residuos y reciclaje

El símbolo indica que este producto y/o su batería no debe desecharse con los residuos 
domésticos. Cuando decida desechar este producto y/o su batería, hágalo de conformidad 
con las leyes y directrices ambientales locales. Para obtener información sobre el programa de 
reciclaje de Apple, puntos de recolección para reciclaje, sustancias restringidas y otras iniciativas 
ambientales, visite www.apple.com/la/environment.

배터리 폐기 정보

MacBook의 배터리는 Apple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만 서비스 받거나 교체 또는 재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역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배터리 서비스 및 재활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pple.com/kr/batteries/service-and-recycling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만 폐기 정보

대만 배터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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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성명

배터리 충전기 에너지 효율성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MacBook은 www.apple.com/legal/sl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Apple 및 타사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승인 하에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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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pple Inc. 모든 권리 보유.

Apple의 서면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키보드' Apple 
로고(Option-Shift-K)를 사용하면 연방 및 주 법을 위반하는 상표 침해 
및 불공정 경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Apple, Apple 로고, AirDrop, AirPlay, AirPort, AirPort Time 
Capsule, Apple TV, FaceTime, Finder, GarageBand, iMessage, 
iMovie, iPad, iPhone, iPod touch, iTunes, Keynote, Launchpad, 
Mac, MacBook, Mission Control, Numbers, OS X, Pages,  
Photo Booth, 사진, Safari, Spaces, Spotlight 및 Time Machine은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irPrint, Flyover 및 Hando∂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leCare, Apple Store, iCloud 및 iTunes Store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서비스 상표입니다.

App Store, iBooks Store 및 iTunes Radio는 Apple Inc.의 
서비스 상표입니다.

Apple
1 Infinite Loop
Cupertino, CA 95014-2084
408-996-1010
www.apple.com
IOS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등록된 Cisco의 상표이며 허가 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Bluetooth® 단어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이며, Apple Inc.에서는 이들 상표를 허가 
하에 사용합니다.

ENERGY STAR®는 미국 등록상표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른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정보가 정확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pple은 
인쇄 오류 또는 오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App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 사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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