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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cG5는빠르게설치하여바로사용할수있도록설계되었
습니다.이전에 iMacG5를사용한경험이없거나Macintosh컴퓨
터를처음사용하는경우,이부분에있는시작하기의지침을참조
하십시오.

숙련된 사용자들은 사용 방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이 iMacG5의 새로운 기능을 보

려면,제2장,“iMacG5배우기”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AC 코드 리모컨

Mighty Mouse키보드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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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페이지의 단계를 따라 iMac G5를 설정하십시오.

1단계:전원 코드를 지지대에 있는 구멍에 통과시킨 다음,iMacG5의 뒷면에 있는 전원 소켓

에 연결하십시오.

2단계: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이더넷 케이블의 한 쪽 끝은 iMacG5에,다른 쪽

끝은 케이블 모뎀,DSL모뎀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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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키보드 및 마우스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4단계:전원 단추(®)를 눌러 iMacG5를 켜십시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사용하기

iMac G5와 함께 Apple Wireless Keyboard 및 Apple Wireless Mouse를 구입했다면, 컴퓨터를

설정하기 전에 키보드 및 마우스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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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
iMac G5를 처음 켜면, 설정 지원이 실행됩니다. 설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및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고 iMac G5에서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Mac을 사용 중이었다면, 설정 지

원이 파일,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정보를 기존의 Mac에서 새로운 iMac G5로 자동으로 전송하도

록 지원합니다.

iMacG5로정보전송하기
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다른 Mac에서 새로운 iMac G5로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
보를 전송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사용하는 다른 Mac에도 FireWire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FireWire 대상 디스크 모드를 지원

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다른 Mac에도 Mac OS X v10.1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두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FireWire 케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설정 지원이 단계별로 정보 전송을 도와줍니다. 화면 상의 지침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iMac G5
에 정보를 전송해도 다른 Mac의 정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다음을 전

송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계정(환경설정 및 이메일 포함) 
• 네트워크 설정. 새로운 iMac G5가 자동으로 다른 Mac과 같은 네트워크 설정과 함께 작동되도

록 설정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폴더. 다른 Mac에서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운 iMac G5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전송한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일 및 폴더.

처음 iMac G5를 시작할 때 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유틸리티를 연 다음, 마이그레이션 지

원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십시오.

참고: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에서 FileVault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ileVault를 끄려면, Apple()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iMacG5의인터넷설정하기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다면, 설정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iMac G5를 구성하고 인터넷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업체)로부터 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정

이 있는 경우, 67페이지의 부록 C, “인터넷에 연결하기”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정 정보를 입력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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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정보... 참조할 곳...

iMac G5 종료 또는 잠자기 상태로 설정하기 아래 부분의“iMac G5를 잠자기 상태로 두거나

종료하기”

iMac G5의 다른 부품 사용하기 및 일부 일반적인 11페이지의 제2장, “iMac G5 배우기”

작업 수행하기

화면 도움말에서 가능한 추가 정보 찾기 22페이지의“Mac 도움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찾기”

iMac G5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또는 23페이지의 제3장, “iMac G5 사용하기”

디지털 장비 연결하기

메모리 설치하기 47페이지의 제4장, “메모리 설치하기”

iMac G5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야 할 일 53페이지의 제5장, “문제 해결하기”

iMacG5를잠자기상태로두거나종료하기
iMac G5로 모든 작업을 완료한 다음, 컴퓨터를 잠자기로 설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iMacG5를잠자기로설정하기
잠시 동안 iMac G5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잠자기로 설정하십시오. iMac G5가 잠자기 상

태일 때는, 화면이 어두워지며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흰색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시동 과정을

거치지 않고 iMac G5를 곧바로 깨울 수 있습니다. 

iMacG5를신속하게잠자기상태로전환하려면,다음중한가지방법을따르십시오.
• Apple() > 잠자기를 선택하십시오.
• iMac G5 뒷면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누르십시오.
• Apple()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에너지 절약을 클릭한 다음, 잠자기 시간을 설정하십

시오.
• 리모컨에 있는 재생/일시 정지 단추를 3초 동안 누르십시오.

iMac G5를 깨우려면, 키보드의 아무 키를 누르거나 리모컨의 단추를 누르십시오. iMac G5가 잠자

기에서 깨어나면 응용 프로그램, 도큐멘트 및 컴퓨터 설정값은 잠자기 이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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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cG5종료하기
일정 기간 동안 iMac G5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를 종료하십시오. Apple() > 시스템 종료

를 선택하십시오.

경고: iMac G5를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종료하십시오. 하드 디스크가 구동 중일 때 iMac G5를
옮기면 하드 디스크가 손상되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하드 디스크로 시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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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서는 iMacG5에대해알아야할기본정보를설명합니다.

iMacG5와 다른 부분에 관한 개요,MacOSX의 기능,데스크탑 모양새 사용자화하기,프린터

연결,CD재생,인터넷 사용 및 도움이 필요할 때 답변 얻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에 대해 읽으

십시오.

최신정보
Apple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과 업데이트 버전을 자주 발표하기 때문에,이 설명서에 나

오는 그림은 컴퓨터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Apple웹 사이트,www.apple.com에서 최신 Apple소식,무료 다운로드 및 iMacG5용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Apple서비스 및 지원 웹 사이트,www.apple.com/support에서 모든 Apple제품의 설명

서와 기술적인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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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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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마이크

함께 제공되는 iChat AV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대역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거나 iMac G5에 사운드를 바로

녹음합니다.

내장 iSight비디오 카메라

함께 제공되는 iChat AV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친구, 가족 및 동료들과 화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표시등

iMac G5의 비디오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캡처 및 표시할 때 작은 녹색 LED 등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슬롯 로딩 방식의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iMac G5에는 SuperDrive가 있어 CD-ROM 디스크, 포토 CD, 표준 오디오 디스크, DVD 디스크 및 DVD 동영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SuperDrive는 음악, 도큐멘트 및 기타 디지털 파일을 CD-R, CD-RW, DVD±R, DVD±RW
및 DVD+R DL(Double Layer) 디스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원 표시등

흰색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iMac G5가 잠자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Mac G5가 켜져 있으면, 이 표시등은

꺼집니다.

내장 스피커

노래, 동영상, 게임 및 멀티미디어를 듣습니다.

리모컨 보관대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음량 조절키

내장 스피커와 사운드 출력 포트에서 나오는 음량을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합니다.

C 미디어 추출키

이 키를 눌러 CD나 DVD 디스크를 추출합니다. 데스크탑의 디스크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디스크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MightyMouse
프로그램 가능한 멀티버튼 마우스로서, 도큐멘트나 컨텐츠를 보면서 클릭하고 양쪽 옆면 단추를 누르거나 스크롤 이

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크롤 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과 Front Row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아도 iTunes 음악에 접근하고 iPhoto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며 동영상을 감상하는 등의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d AppleKeyboard의 USB(UniversalSerialBus)1.1포트 2개
마우스, 디지털 카메라 및 조이스틱과 같은 저전력 USB 1.1 장비를 iMac G5 컴퓨터의 키보드에 연결하십시오. 
마우스를 키보드의 USB 포트 중 한 곳에 연결하십시오. (iMac G5의 뒷면에 3개의 고속 USB 2.0 포트가 있습니다.)

주변광 감지 센서

iMac G5가 잠자기 상태일 때 사용 가능한 밝기에 따라 전원 표시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IR(Integratedinfrared)수신기

리모컨 및 내장된 IR 수신기를 사용하여 iMac G5와 긴밀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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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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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

오디오 라인 입력 포트

optical
out

,

f

비디오 출력 포트£

USB 2.0 포트(3개)d

이더넷 포트

(10/100/1000Base-T)
G

FireWire 포트(2개)H

전원 단추

전원 포트

®

메모리 접근 보안 슬롯



£ 비디오 출력 포트

옵션인 Apple VGA Display Adapter(Apple VGA 모니터 어댑터) (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를
사용하여 VGA 커넥터를 사용하는 외부 모니터나 프로젝터 장비에 연결합니다. 옵션인 Apple Video Adapter
(Apple 비디오 어댑터) (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를 사용하여, 텔레비전, VCR 및 S-비디오나 콤포

지트 비디오 커넥터를 사용하는 기타 비디오 장비에 연결합니다.

G 이더넷 포트(10/100/1000Base-T)
고속 10/100/1000Base-T 이더넷 네트워크, DSL이나 케이블 모뎀을 연결하거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전송합니다. 이더넷 포트는 자동으로 다른 이더넷 장비를 감지합니다.

, 오디오 라인 입력 포트

라인 레벨 마이크나 기타 오디오 장비로부터 iMac G5에 오디오를 입력합니다.

f 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

헤드폰이나 기타 사운드 출력 장치를 연결합니다. 또는, 미니 플러그 잭이 있는 광학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iMac G5를 수신 장비, 홈 씨어터 시스템 또는 기타 디지털 오디오 장비에 연결합니다.

d 3개의 USB(UniversalSerialBus)2.0포트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및 조이스틱 등을 연결합니다. USB 1.1 및 고속 USB 2.0 장비를 연결합니

다.

H 2개의 FireWire400포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및 외부 저장 장비와 같은 고속 외부 장비를 연결합니다.

메모리 접근

iMac G5는 최소 512MB의 533MHz, PC2-4200 DDR2(Double Data Rate 2) SDRAM(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함께 제공됩니다. iMac G5에 총 최대 2.5GB의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설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47페이지의“추가 메모리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슬롯

보안 케이블을 연결하여 컴퓨터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합니다(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 

® 전원 단추

iMac G5를 켜거나 잠자기 상태로 설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단추를 눌러서 재설정합니다.

≤ 전원 포트

iMac G5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Z AirPortExtreme기술(내장)
iMac G5에 내장 AirPort Extreme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BluetoothⓇ 2.0+EDR무선 기술(내장)
Bluetooth 휴대 전화, PDA, 프린터, Apple Wireless Keyboard 및 Apple Wireless Mouse(Apple Wireless
Keyboard 및 Apple Wireless Mouse는 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와 같은 장비를 무선으로 연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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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X에관하여배우기
여러분의 컴퓨터는 Mac OS X “Tiger”가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Tiger에는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인덱스화하는 향상된 검색 엔진인 Spotlight과, 간편한“widget”또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자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ashboard 및 열려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깔끔하

게 한 눈에 표시해주는 Expos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Front Row를

통해 iMac G5와 함께 제공된 리모컨을 사용하여 음악, 사진, 비디오 및 동영상을 실행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iMac G5와 함께 제공된 Mac OS X 및 수상 경력이 있는 iLife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배우려면,
iMac G5와 함께 제공되는 Tiger시작하기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Mac 도움말을 열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초보 사용자, 숙련된 사용자 및 Mac으로 전환한 사용자를 위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c OS X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 설명서 후반부의 문제 해결 비결 부분이나

화면 상단의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Mac OS X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또는 Mac OS X에 관한 정보를 보

려면, Mac OS X 웹 사이트, www.apple.com/macosx을 방문하십시오.

참고: iMac G5에서 Mac OS 9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Classic 환경을 지원하는 Mac OS 9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56페이지의“Mac OS 9 설치하기”참조). Mac OS 9을 iMac G5의 주 운

영 체제로는 설치할 수 없으며, Mac OS 9으로 iMac G5를 시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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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사용자화및환경설정설정하기
시스템 환경설정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스크탑 모양새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Apple()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마음대로 변경하고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 데스크탑 &화면 보호기─이 환경설정 패널을 선택하여 배경 색상 및 데스크탑의 패턴을 바꿔

보거나,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로 변경해 보십시오. 또한, iMac G5를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에

나타날 멋진 화면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ock─이 환경설정 패널을 선택하여 Dock의 모양새, 위치 및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양새─이 환경설정 패널을 선택하여 단추, 메뉴, 윈도우, 강조 색상 및 다른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Mac G5에 대해 익숙해지려면, 다른 시스템 환경설정도 사용해 보십시오. 시스템 환경설정은

iMac G5에 관한 모든 설정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고“시스템 환경설정”이나 변경하려는 특정 환경설정으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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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연결하기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프린터를 연결하십시오. 대
부분의 프린터 드라이버가 Mac OS X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린터를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프린터는 이더넷과 같은 네트워

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AirPort Express 또는 AirPort Extreme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다면 USB 프
린터를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하여(컴퓨터에 연결하는 대신에) 무선으로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USB 또는 FireWire 프린터를 연결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프린터를 인식하여 사용 가능

한 프린터 목록에 추가합니다. 프린트하려면 네트워크 이름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의 주소

를 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를설정하려면,
1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프린트 & 팩스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2 프린트를 클릭하고 추가 단추(+)를 클릭하여 프린터를 추가하십시오.

3 사용하려는 프린터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4 추가 단추(+) 및 제거 단추(–)를 사용하여 프린터 목록에 표시할 프린터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상태보기
프린터에 도큐멘트를 전송한 다음, 프린트 작업을 중지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등의 프린터 상태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작업 상태를 보려면, Dock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린터 윈도우를 여십시오. 이제, 프린트 대기열의 프린트 상태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ac 도움말을 열고“프린트”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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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재생및헤드폰연결하기
iMac G5를 사용하는 동안 음악을 들으려면, 광학 드라이브에 음악 CD를 넣으십시오. 사용하기 쉬

운 음악 플레이어인 iTunes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미니잭이 있는 헤드폰을 iMac G5의 헤

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f)에 연결하여 혼자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iTunes에관하여더배우려면,
n iTunes를 열고 도움말 > iTunes & Music Store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광학 드라이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43페이지의“광학 드라이브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최신으로유지하기
인터넷에 연결하여 Apple로부터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드라이버와 기타 향상된 기능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Apple의 인터넷 서버에서 업데이트된 소프트

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pple 서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

드하고 설치하도록 Mac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소프트웨어를확인하려면,
1 시스템 환경설정을 여십시오. 

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화면 상의 설명을 따르십시오.

•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Mac 도움말에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검색하십시오. 
• Mac OS X의 최신 정보를 보려면 Mac OS X 웹 사이트, www.apple.com/macosx을 방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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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연결하기
iMac G5를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이나 DSL 모뎀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34페이지의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및 30페이지의“AirPort Extreme 무선 네트워크 이해하기”를 참

조하여 이더넷 또는 AirPort 연결 설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Mac 도
움말을 열고“이더넷”또는“AirPort”로 검색하십시오.

인터넷사용하기
처음 iMac G5를 설정할 때, 설정지원이 실행되어 인터넷 연결 방법을 도와줍니다. DSL, 케이블 모

뎀, 이더넷 LAN(Local Area Network)이나 AirPort Extreme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연결

로 변경하려면, 67페이지의 부록 C, “인터넷에 연결하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다른컴퓨터로전송하기
iMac G5에서 파일이나 도큐멘트를 전송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페이지의“iMac G5로

정보 전송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Mac이나 다른 인터넷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는 www.mac.com을 방문하십시오.
• iMac G5를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

다. 다른 서버나 컴퓨터에 접근하려면, Finder 윈도우를 열고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컴

퓨터의 이름이나 네트워크 주소를 아는 경우, Finder 메뉴 막대에서 이동 > 서버에 연결을 선택

하십시오.
• iMac G5의 이더넷 케이블을 다른 컴퓨터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여 소규모의 이더넷 네트워크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ac 도움말을 열고“두 대의 컴퓨터 연결하기”로 검색하

십시오. 
• FireWire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른 Mac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iMac G5는 다른 컴퓨터에 디

스크 드라이브로 나타나며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FireWire를 사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42페이지의“FireWire 대상 디스크 모드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AirPort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0페이지의

“AirPort Extreme 무선 네트워크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및 도큐멘트 전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ac 도움말을 열고“파일 전송하기”로 검색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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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이응답하지않는경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이 화면 상에서“정지”될 수 있습니다. Mac OS X은 iMac G5
를 재시동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지된 응용 프로

그램을 종료하면, 다른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작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을강제로종료하려면,
1 Command(x)-Option-Esc를 누르거나 Apple() > 강제 종료를 선택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강제 종료 대화상자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2 강제 종료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그대로 둔 채 해당 응용 프로그램만 종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Classic을 강제 종료하여 모든 Mac OS 9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또한, 이 대

화상자에서 Finder를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53페이지의 제5장, “문제 해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응용프로그램사용하기
iMac G5는 iLife 응용 프로그램 제품군과 같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므로, 이메

일 전송, 인터넷 서핑, 온라인 채팅, 음악 및 디지털 사진 구성 그리고 동영상 제작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연 다음,
Mac 도움말을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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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도움말을사용하여답변얻기
Mac 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Mac 도움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ac도움말을열려면,
1 Dock(화면 하단의 아이콘 막대)에 있는 Finder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2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메뉴 막대의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고 Mac 도움말을 선택하

십시오.)

3 검색 필드를 클릭하고 질문을 입력한 다음, 키보드에서 Return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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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서는여러분이 iMacG5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

iMacG5의여러가지내장기능들을사용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 24페이지의“MightyMouse사용하기”

• 25페이지의“키보드 조절키”

• 26페이지의“IR수신기 및 리모컨 사용하기”

• 29페이지의“내장 iSight비디오 카메라 사용하기”

• 30페이지의“AirPortExtreme무선 네트워크 이해하기”

• 32페이지의“Bluetooth2.0+EDR무선 기술 사용하기”

• 34페이지의“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 35페이지의 통합 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가 포함된“오디오 장비 사용하기”

• 37페이지의“외부 비디오 지원(VGA,콤포지트 및 S-비디오)연결하기”

• 39페이지의“고속 USB(UniversalSerialBus)2.0사용하기”

• 41페이지의“FireWire로 연결하기”

• 43페이지의“광학 드라이브 사용하기”

• 45페이지의“iMacG5보호하기”

iMacG5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려면,이 장의 정보와 함께 시작하십시오.추가 정보는 Mac도움

말 및 iMac지원 웹 사이트,www.apple.com/support/imac을 방문하십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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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yMouse사용하기
iMacG5는 조절 가능한 스크롤링 기능이 있는 360도 회전의 클릭 가능한 스크롤 볼,양쪽 옆면의

옆면 단추 및 접촉 감지 기술이 장착된 왼쪽/오른쪽 단추가 있는 MightyMouse가 함께 제공됩니

다.MightyMouse를 원버튼 마우스로 설정하거나 스크롤 볼의 사용,Exposé의 활성화 또는

Dashboard를 표시하는 동작을 실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ghtyMouse프로그래밍하기
MightyMouse를 원버튼 마우스로 설정하거나 키보드 &마우스 환경설정의 마우스의 패널을 사

용하여 멀티버튼 마우스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환경설정을열려면,
1 Apple()>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키보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스크롤 볼(단추)

왼쪽 단추

옆면 단추

오른쪽 단추

옆면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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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 마우스 환경설정의 마우스 패널에서 팝업 메뉴를 사용하여 다음 동작들을 어떤 단추에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및 보조 단추 지정하기

• Exposé 활성화하기

• Dashboard 표시하기

• Spotlight 열기

• 응용 프로그램 전환하기

• 응용 프로그램 열기

또한, 수직 및 수평 스크롤 이동을 비활성화하고 이동 속도, 스크롤 이동 속도 및 이중 클릭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MightyMouse에 관한 추가 정보
Mighty Mouse 사용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고“Mighty Mouse”로 검색하십시오.

키보드조절키
키보드 조절키를 사용하여 빠르게 음량을 조절하거나 디스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 대비를 높이려면 키보드에서 F15 키를 누르십시오. 대비를 줄이려면 F14 키를 누르십시오. 

Exposé를 사용하여 화면에 있는 윈도우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모든 윈도우들을

한 번에 보려면 F9를 누르십시오. 현재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려 있는 모든 윈도우를 보려면 F10을
누르십시오. 열려 있는 모든 윈도우를 가려서 데스크탑을 보려면 F11을 누르십시오. 

음량 낮추기 키 음량 높이기 키

소리 끔 키 미디어 추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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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수신기및리모컨사용하기
리모컨은 iMac G5의 전면에 있는 Apple() 로고 뒤에 위치한 IR(Integrated Infrared) 수신기

및 Front Row 인터페이스와 함께 동작합니다. 이 리모컨을 사용하여 Front Row를 연 다음, 방의

어느 곳에서나 iTunes 음악을 재생하고 iPhoto 슬라이드 쇼 및 QuickTime 영화 예고편을 감상하

거나, DVD 플레이어로 DVD를 재생하는 등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iMac G5의 오른쪽 옆면에 있는 리모컨 보관대에 부착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사용하여다음과같은작업들을할수있습니다.
• iTunes에서 노래 음량 조절, 노래 재생, 일시 정지 또는 다음이나 이전 트랙으로 건너뛰기

• iPhoto에서 포토 앨범으로 슬라이드 쇼 재생하기

• 동영상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 재생 및 온라인 QuickTime 영화 예고편 감상하기

• DVD 플레이어로 광학 드라이브에 있는 DVD 재생하기

경고:  리모컨 보관대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iPod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가능성

이 있는 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이 자석 및 기타 자성을 띤 매체를 리모

컨 보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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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을사용하려면,
• Menu 단추를 눌러서 Front Row를 연 다음, 노래와 슬라이드 쇼 또는 동영상, 영화 예고편 및

뮤직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Menu 단추를 눌러서 이전 메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음량 높이기(+) 및 음량 낮추기(–) 단추를 눌러서 메뉴 옵션들 사이를 이동하고 iTunes에서 음량

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선택/재생/일시 정지 단추를 눌러서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재생/일시

정지 단추를 사용하여 iTunes에 있는 노래, iPhoto에 있는 슬라이드 쇼 또는 동영상을 재생 또

는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항목/뒤로 가기 및 다음 항목/앞으로 가기 단추를 눌러서 iTunes에서 다음 또는 이전 트랙

으로 건너 뛰거나 한 트랙 내에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추를 사용하여 DVD
동영상에서 다음 또는 이전 장으로 건너 뛰거나 한 동영상 내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할 수 있

습니다.

리모컨 연결하기
리모컨을 통합 IR 수신기가 있는 iMac G5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여러 대의 iMac 컴
퓨터가 있거나 통합 IR 수신기를 가진 여러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재택 근무 환경이나

연구소에서 한 대 이상의 iMac을 사용하는 경우), 리모컨을 특정 컴퓨터나 장비와“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연결 설정하면 수신 컴퓨터나 장비가 하나의 리모컨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리모컨을 iMac과연결하려면,
1 iMac에 가깝게 다가가십시오(약 3~4인치 거리). 

2 리모컨을 iMac G5의 앞면에 있는 Apple 로고를 향해 가리키십시오.

3 Menu를 누른 상태로 리모컨에 있는 다음 항목/앞으로 가기 단추를 5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다음 항목/앞으로 가기 단추

선택/재생/일시 정지 단추

배터리함

음량 높이기 단추 IR 윈도우

음량 낮추기 단추

이전 항목/뒤로 가기 단추

Menu(메뉴) 단추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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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과 iMac사이의연결을해제하려면,
1 메뉴 막대에서 Apple()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보안을 클릭하고 연결 해제를 클릭하십시오.

배터리 교체하기
리모컨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배터리를 CR 2032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배터리를교체하려면,
1 위 그림에서처럼 작은 물체가 있는 단추를 눌러서 배터리함을 여십시오.

2 배터리함을 당겨 빼낸 다음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3 새로운 배터리를 양극(+)이 위를 향하도록 삽입하십시오.

4 배터리함을 닫으십시오.

IR수신 끄기
보안 환경설정을 사용하여 iMac G5의 IR 수신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IR수신을끄려면,
• 메뉴 막대에서 Apple()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한 다음, 보안을 클릭하십시오.
•“리모컨 적외선 수신기 사용 안함”체크상자를 선택하십시오.

리모컨에 관한 추가 정보
리모컨에 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고

“리모컨”으로 검색하십시오. 

작고 뭉툭한 물체로 이 단추를 누르면  

배터리함이 부분적으로 추출됩니다.

양극(+)이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배터리함을 당겨서 빼내십시오.

ME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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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iSight비디오카메라사용하기
내장 iSight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다른 iChat AV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화상 대화를 즐길 수 있

습니다. 또한, iMac G5에는 내장된 마이크가 있어서, iChat AV 화상 대화 중에 음성과 화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
내장 iSight을 화상 대화에 사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Mac, AOL(America Online), 또는 AIM(AOL Instant Messenger) 계정 (iChat AV에 필요)
• DSL, 케이블 모뎀 또는 LAN을 사용하는 광대역 인터넷 연결. 전화 연결을 통한 인터넷 연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상 대화를 할 상대방(예를 들어, 다른 iChat AV 사용자와 화상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상대화를시작하려면,
1 iChat AV를 여십시오.

2 대화 상대 목록의 대화 상대 옆에 있는 카메라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내장 iSight 옆에 있는 녹색 LED 등은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화 상대에 초

대장을 보내서 여러분의 비디오 요청을 수락하고 카메라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대화 상대가 여러분의 초대장을 수락하면, 여러분의 화면에 상대방이 나타나며 여

러분 자신도 화면에 나타납니다. 

한 명 이상의 대화 상대와 화상 대화하기
최대 3명의 사람과 동시에 화상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대화 상대가 화상 회의를“호스

팅”하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마이크

비디오 카메라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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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상의대화상대와화상회의를시작하려면,
1 iChat AV를 여십시오.

2 Command 키를 누른 상태로 화상 대화에 초대하려는 대화 상대들을 선택하십시오. 

3 대화 상대 목록의 하단에 있는 카메라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대화 상대 목록에 사람들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도움말 > iChat AV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iSight비디오 카메라 끄기
iSight 카메라를 끄려면 활성 상태인 iChat 윈도우를 닫으십시오. 카메라 옆에 있는 녹색 LED의 깜

박임이 중지되면, 해당 비디오 카메라가 꺼지고 레코딩이 중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사진을 자신의 대화 상대 아이콘으로 사용하기
내장 iSight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대화 상대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 목록에 여러분을 추가한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상대아이콘을설정하려면,
1 iChat AV를 여십시오.

2 대화 상대 > 내 사진 변경을 선택하십시오.

3 카메라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4 “김치”라고 말하십시오.

AirPortExtreme무선네트워크이해하기
iMac G5에는 AirPort Extreme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집, 회사 또는 학교 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에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형적인 케이블 대신, AirPort
는 무선 LAN(Local Area Network)을 사용하여 여러 컴퓨터 간에 무선 통신을 제공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설정할 수 있고, 파일을 전송하고,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즐길 수

도 있습니다.

참고: AirPort Express 또는 AirPort Extreme 베이스 스테이션과 인터넷 접속(별도 요금이 적용

됩니다.)이 필요합니다. 일부 인터넷 제공업체는 현재 AirPort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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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가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AirPort로 인터넷에 물리적 연결을 갖춘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알려진 무선 연결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AirPort 기술은 무선 전화처럼 동작합니다. iMac G5는 AirPort Extreme 기술을 통해 전

화선, DSL 또는 케이블 모뎀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AirPort Express 또는 AirPort Extreme 베이스

스테이션에 무선 연결을 구축합니다.

AirPort에 관한 추가 정보

AirPort Express 또는 AirPort Extreme 베이스 스테이션을 구입하려면, Apple 공인 판매업체나

Apple Store 소매점 또는 온라인 Apple Store, www.applestore.co.kr를 방문하십시오.

AirPort에 관한 추가 정보는 AirPort 도움말에 있습니다.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한 다음, 
보관함 > AirPort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Apple의 AirPort 웹 사이트,
www.apple.com/airport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

AC 콘센트 AirPort Express  AirPort 안테나  

DSL 또는  
케이블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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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2.0+EDR무선기술사용하기
iMac G5에는 Bluetooth 2.0+EDR(enhanced data rate) 무선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Bluetooth 기술을 통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휴대 전화, 카메라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및 Apple Wireless Keyboard와 Apple Wireless Mouse(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와 같은 무선 입력 장비 사이에 소규모의 무선 연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무선 기술은 기존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luetooth 지원 장비는 최대 10미터(33피트) 떨어진 거리까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iMac G5를 사용하여 Bluetooth가 지원되는 휴대 전화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는 모뎀처

럼 동작하여 무선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결을 구축하여 휴대 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

게 해줍니다.
• Bluetooth 지원 컴퓨터 및 장비간에 파일을 교환하거나 Mac과 PC 사이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

니다. Apple은 AirPort Extreme 무선 네트워킹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iMac G5와 Bluetooth 지원 PDA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십시오. iSync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빠른 동기화 작업을 하거나, 명함, 캘린더 이벤트를 동료의 PDA로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 Bluetooth 무선 프린터나 키보드, 마우스 또는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장비 설정하기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연락 정보를 공유하며 파일을 다른 장비와 공유하거나

Bluetooth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iMac G5와 동작하도록 해당 장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장비를 설정하면 iMac G5와“연결”된 것이며, Bluetooth 환경설정의 장비 패널에 해당

컴퓨터가 나타납니다. iMac G5는 장비와 한 번만 연결하면, 연결을 해제할 때까지 연결이 유지됩

니다.

Bluetooth장비를설정하려면,
1 메뉴 막대에 있는 Bluetooth 상태 메뉴(◊)에서“Bluetooth 장비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설치하려는 장비 종류에 대한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중요사항: 메뉴 막대에 Bluetooth 상태 메뉴(◊)가 없다면,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Bluetooth를
클릭하십시오. 설정을 클릭하고“메뉴 막대에서 Bluetooth 상태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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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의연결을삭제하려면,
1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Bluetooth를 클릭하십시오. 

2 장비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장비를 선택하십시오. 

3 연결 삭제를 클릭하십시오.

Bluetooth파일 교환 설정하기
iMac G5는 컴퓨터에서 Bluetooth 장비간에 교환되는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

다. iMac G5에 전송되는 파일을 수락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다른 장비로부터 수락한 파일에 대

해 어떤 폴더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수락한 파일을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파일교환을설정하려면,
1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Bluetooth를 클릭하십시오.

2 공유를 클릭하십시오.

3 Bluetooth 파일 교환에 대해 켬 체크상자를 선택하고 팝업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을 조절하십시오.

Bluetooth장비에 파일 보내기
iMac G5에서 컴퓨터 범위 내에 있는 기타 Bluetooth 장비에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장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을 보내려면 먼저 인증해야 합니다. 이미 iMac G5가 해

당 장비에 연결되어 있다면, 인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Bluetooth장비에파일을보내려면,
1 메뉴 막대에 있는 Bluetooth 상태 메뉴에서 파일 전송을 선택하십시오.

2 보내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전송을 클릭하십시오.

3 장비 목록에서 장비를 선택한 다음, 전송을 클릭하십시오.

해당 장비가 장비 목록에 없다면,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장비가 발견되면,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무선 기술에 관한 추가 정보

Bluetooth 파일 교환 응용 프로그램(응용 프로그램/유틸리티 폴더 내)을 열고 도움말 >
Bluetooth 도움말을 선택하여 Bluetooth 무선 기술 사용 방법에 관한 도움말을 참조할 수 있습니

다. Apple 웹 사이트, www.apple.com/bluetooth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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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네트워크에연결하기
이 iMac G5에는 10/100/1000Mbps(초당 메가비트) Base-T(트위스티드-페어) 이더넷 네트워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케이블 또는 DSL 모뎀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수 있으며, 네
트워크 프린터, 모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대의 컴퓨

터 간에 파일을 공유하거나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Mac G5의 이더넷 포트는

다른 이더넷 장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다른 이더넷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Base-T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4페어 카테고리 3(Cat 3)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

십시오.
• 10Base-T, 100Base-T 또는 1000Base-T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2페어 카테고리

5(Cat 5)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이더넷 사용에 관한 추가 정보
이더넷 네트워크 구성과 이더넷을 이용한 파일 전송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22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고“이더넷”또는“네트워크”로 검색하십시

오. iMac G5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에 관한 정보는 Macintosh 제품 안내 웹 사이트,
www.apple.com/guide를 방문하십시오.

이더넷 포트

(10/100/1000Base-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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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장비사용하기
iMac G5는 내장 스테레오 스피커, 헤드폰 또는 디지털 오디오 장비 및 아날로그 오디오 라인 입력

포트를 연결하기 위한 통합 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와 같은 포괄적인 오디오 기능이 함

께 제공됩니다. 

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
헤드폰 한 쌍을 통합 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f)에 연결하여 주위 사람을 방해하지 않

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 플러그 커넥터가 있는 광학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AV 수신기에 iMac G5를 연결하

여 iMac G5 기반의 홈 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
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

optical
ou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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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라인 입력 포트
iMac G5 뒷면에 있는 아날로그 오디오 라인 입력 포트(,)에 외부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마이크

나 기타 오디오 장비를 연결하여 오디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설정의 사운드 패널에서 사용할 오디오 입력 또는 출력 장비를 선택하십시오.

오디오 사용에 관한 추가 정보
오디오 사용에 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22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

말을 선택하고“오디오”또는“음악”으로 검색하십시오. iMac G5와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및 음

악 제품에 관한 정보는 Macintosh 제품 안내 웹 사이트, www.apple.com/guide를 방문하십시

오.

오디오 라인 입력 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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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디오지원(VGA,콤포지트및 S-비디오)연결하기
이 iMac G5에는 비디오 출력 포트가 있어서 Apple VGA Display Adapter
(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를 사용하여 외부 모니터나 VGA 프로젝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Apple Video Adapter(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를 사용하여 TV, 비디오 프로젝터

또는 VCR(videocassette recorder)을 연결하여 컴퓨터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녹화할 수도 있습니

다.

참고: Apple Video Adapter는 일부 이전 iMac 모델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외부 모니터나 텔레비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iMac G5 모니터와 외부 모니터에 동일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를 비디오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참고: 대부분의 TV에서의 해상도 제한 때문에, TV 화면의 영상 품질은 내장 모니터나 외부 모니터

의 품질보다 떨어집니다.

비디오 출력 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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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연결하기
Apple VGA Display Adapter를 사용하여 외부 VGA 모니터나 프로젝트를 iMac G5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Mac G5는 자동으로 외부 모니터를 감지합니다.

외부모니터나프로젝터를연결하려면,
1 외부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를 켜십시오.

2 Apple VGA Display Adapter를 외부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VGA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Apple VGA Display Adapter를 iMac G5에 연결하십시오. 

중요사항: iMac G5가 외부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VGA
어댑터가 외부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시스템 환경설정의 모니터 패널을 사용하여 외부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의 해상도를 조정하십시오.

텔레비전, VCR또는 기타 비디오 장비 연결하기
Apple Video Adapter를 사용하여 TV, VCR 또는 콤포지트나 S-비디오 포트가 있는 기타 유형의

비디오 장비를 iMac G5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를 연결하면 이미지가 iMac G5와 TV에 모두 나

타납니다.

iMacG5에비디오장비를연결하려면,
1 Apple Video Adapter의 끝에 있는 단일 플러그를 iMac G5의 비디오 출력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2 어댑터의 다른 쪽 끝을 TV나 VCR의 S-비디오 포트나 콤포지트 비디오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외부 장비를 켜십시오.

4 장비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조정하려면, 시스템 환경설정의 모니터 패널을 사용하십시오.

외부 모니터나 TV사용에 관한 추가 정보
외부 모니터 사용과 설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말

을 선택하고“모니터”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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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USB(UniversalSerialBus)2.0사용하기
iMac G5에는 5개의 USB 포트(d)(iMac G5에 고속 USB 2.0 포트 3개 및 키보드에 USB 1.1 포트

2개)가 있어서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게임 패드, 조이스틱, 키보드 및 플로피 디스크 드라

이브와 같은 여러 종류의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로 주변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iMac G5가 실행 중인 동안에도 USB 장비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비를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장비 사용하기

iMac G5에서 USB 장비를 사용하려면, iMac G5에 장비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장비를

연결할 때마다, iMac G5는 자동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연결합니다. 

USB 1.1 장비 및 고속 USB 2.0 장비를 iMac G5 뒷면의 USB 2.0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1.1 장비는 USB 2.0의 고속 전송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USB 2.0 장비를 키보드 상의 USB 1.1 포트에 연결할 수는 있지만, 훨씬 느린 속도로 동작합

니다.

참고: Apple은 이미 많은 USB 장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USB 장비

를 연결했지만 iMac G5에서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찾을 수 없다면, 장비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나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를 검색하여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USB 포트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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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USB장비를 동시에 연결하기
모든 USB 포트가 사용 중이며 더 많은 USB 장비를 연결하려는 경우, USB 허브를 구입할 수 있습

니다. USB 허브는 컴퓨터의 비어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여 추가 USB 포트(보통 4개 또는 7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USB 허브는 전원 어댑터를 가지고 있고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USB에 관한 추가 정보
USB에 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22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

택하고“USB”로 검색하십시오. 또한, Apple의 USB 웹 사이트, www.apple.com/usb에서 정보

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iMac G5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 장비에 관한 정보는 Macintosh 제품 안내 웹 사이트,
www.apple.com/guide를 방문하십시오.

USB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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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ire로연결하기
iMac G5에는 2개의 FireWire 400 포트(H)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FireWire를 사용하면 디지털 비

디오 카메라, 프린터, 스캐너 및 하드 디스크와 같은 외부 고속 장비를 쉽게 연결하고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iMac G5를 재시동하지 않고, FireWire 장비를 연결하고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ireWire장비로할수있는작업입니다.
•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해서 iMovie(iMac G5에 포함), Final Cut Express 또는 Final

Cut Pro와 같은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직접 iMac G5에서 고품질의 비디오를 캡처

하고 전송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외장 FireWire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

다. iMac G5에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데스크탑에 FireWire 하드 디스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FireWire 하드 디스크로 시동할 수 있습니다. 외장 FireWire 디스크(유효한 운영 체제가 설치되

어 있는)를 연결한 다음, 시스템 환경설정의 시동 디스크 패널을 열고 FireWire 디스크를 선택하

십시오. iMac G5를 재시동하십시오.

FireWire 포트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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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ire장비 사용하기
iMac G5에서 FireWire 장비를 사용하려면, iMac G5에 장비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Apple은
이미 많은 FireWire 장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FireWire 장비를 연

결했지만 iMac G5에서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찾을 수 없다면, 장비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나 제

조업체의 웹 사이트를 검색하여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참고: FireWire 포트는 FireWire 장비에 전원(최대 8와트까지)을 공급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여
러 대의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장비의“데이지-체인(daisy-chain)”을 iMac G5의 FireWire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2대의 장비가 iMac G5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2대
이상의 장비를 연결한 경우, 데이지-체인의 나머지 장비들은 별도의 전원 어댑터에서 전원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iMac G5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FireWire 장비가 2대 이상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

를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iMac G5를 종료하고 FireWire 장비를 연결 해제한

다음, iMac G5를 재시동하십시오.

FireWire대상 디스크 모드 사용하기
iMac G5와 다른 FireWire 내장 컴퓨터 간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iMac G5 시동시 문제가 있다면,
FireWire 대상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여 iMac G5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MacG5를 FireWire대상디스크모드로연결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십시오.
1 iMac G5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iMac G5를 다른 FireWire 장착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양쪽 끝에 표준 6핀 커넥터가 있는 FireWire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3 iMac G5를 시동하고 즉시 T 키를 누르십시오. 

iMac G5의 모니터에 FireWire 로고가 나타납니다. iMac G5의 내장 하드 디스크 아이콘과 iMac
G5의 광학 드라이브 내에 있는 CD 또는 DVD 디스크의 아이콘이 다른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타납

니다.

4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iMac G5의 하드 디스크 아이콘과 CD 또는 DVD 디스크 아이콘을 휴지통으

로 드래그하십시오.

5 iMac G5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눌러 시스템을 종료하십시오.

6 FireWire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FireWire에 관한 추가 정보
FireWire에 관한 추가 정보는 Mac 도움말(22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말

을 선택하여“FireWire”로 검색하십시오. Apple의 FireWire 웹 사이트,
www.apple.com/firewire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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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드라이브사용하기
iMac G5에는 SuperDrive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CD 및 DVD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오디오

CD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DVD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동영상을 비디오 DVD
로 구워서 대부분의 가정용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D 플레이어에서 재

생할 수 있는 음악 CD를 굽고 Finder를 사용하여 공 CD-R, CD-RW, DVD±R, DVD±RW 및
DVD+R DL(Double Layer) 디스크에 도큐멘트나 기타 디지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DVD+R DL 디스크에는 거의 두 배의 데이터(최대 8.54GB)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iMac G5의 광학 드라이브는 표준 원형의 12cm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불규칙적인 모

양의 디스크나 12cm보다 작은 디스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형이 아니거나 작은 디스크는 드라

이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드라이브에 걸렸다면, 57페이지의 문제 해결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참고: 플로피 디스크로 제공되는 이전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소프트웨어가 CD로 제공되거나 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Apple 공인 판매업체나

Apple Store 소매점 또는 온라인 Apple Store, www.applestore.co.kr을 방문하여 iMac G5용
외장 US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입하십시오.

CD나 DVD디스크 넣기

CD나 DVD디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레이블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하여 디스크를 광학 드라이브에 넣으십시오.

2 디스크의 아이콘이 데스크탑에 나타나면 디스크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참고: 일부 DVD 디스크는 양면 디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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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추출하기

디스크를 추출하려면,다음 중 한 가지를 따르십시오.
• 디스크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십시오.
• 디스크가 추출될 때까지 키보드의 미디어 추출(C)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디스크를 추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디스크를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해보

십시오. 그래도 동작하지 않는다면, 마우스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iMac G5를 재시동하십시오.

DVD디스크 재생하기
DVD를 재생하려면, DVD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DVD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디스크 재생

을 시작합니다.

iMac G5를 TV에 연결하여 TV 화면에서 DVD 재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시스템 환경 설정의 모니

터 패널에서 720×480 NTSC(미국) 또는 720×576 PAL(유럽과 다른 나라)을 선택하십시오.

iMac G5를 스테레오 시스템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니 플러그 커넥터

(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 가능)가 있는 광학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iMac G5의 통합

헤드폰 출력/광학 오디오 출력 포트(f)를 스테레오 수신기의 광학 오디오 입력 포트에 연결하십시

오.

CD-R과 CD-RW디스크 기록하기
iTunes 보관함에서 CD-R 또는 CD-RW 디스크로 바로 음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iTunes를사용하여음악을 CD-R이나 CD-RW디스크에기록하려면,
1 Dock에서 iTunes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2 기록하려는 재생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3 공 CD-R이나 CD-RW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CD 플레이어와의 호환성을 높이려면, CD-R 디스크

를 사용하십시오.)

4 iTunes 윈도우의 상단에 있는 디스크 굽기를 클릭하십시오.

Finder를사용하여 CD-R및 CD-RW디스크에파일및폴더를기록하려면,
1 광학 드라이브에 공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2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디스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해당 CD의 아이콘이 데스크탑에 나타납니다.

3 파일과 폴더를 디스크 아이콘으로 드래그하십시오.

4 파일 > 디스크 굽기를 선택하거나, 디스크를 선택하고 Dock의 디스크 굽기 아이콘으로 드래그하

십시오.

CD기록에 관한 추가 정보
• iTunes를 사용하여 CD-R 디스크에 음악 파일 기록하기에 관한 정보는 iTunes를 실행하고, 

도움말 > iTunes & Music Store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 DVD 플레이어의 사용에 관한 정보는 DVD 플레이어를 실행하고, 도움말 > DVD 플레이어 도움

말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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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에 정보 기록하기
iMac G5에 SuperDrive가 있는 경우, 자신만의 홈 동영상을 공 DVD+R DL, DVD±RW 또는

DVD±R 디스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예를 들어, 파일을 백업하

는 경우)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Finder를사용하여데이터를 DVD-R디스크에기록하려면,
1 드라이브에 공 DVD+R DL, DVD±RW 또는 DVD±R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2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디스크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하고자 하는 포맷을 선택하십시오. DVD 아이

콘이 데스크탑에 나타납니다.

3 DVD 아이콘을 이중 클릭한 다음, 파일과 폴더를 드래그하십시오.

4 파일 > 디스크 굽기를 선택하거나, 디스크를 선택하여 Dock의 디스크 굽기 아이콘으로 드래그하

십시오.

iDVD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DVD를 제작하고 공 DVD 디스크에 구우면 거의 모든 표준 DVD 플레

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iDVD 사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iDVD를 실행하고

도움말 > iDVD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iMacG5보호하기
잠금 케이블과 내장 보안 슬롯을 사용하여 iMac G5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잠금 케이블은 Apple 공인 판매업체나 Apple Store 소매점 또는 온라인 Apple Store,
www.applestore.co.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 암호와 파일 암호화를 포함한 iMac G5의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를 보려면, Mac 도움말(22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Mac 도움말을 선택하고“보안”

또는“다중 사용자”로 검색하십시오.

보안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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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서는 iMacG5에메모리를추가로설치하는방법및정보에
대해설명합니다.

iMacG5는 최소 512MB의 DDR2(DoubleDataRate2)SDRAM(SynchronousDynamic
RandomAccessMemory)과 함께 제공됩니다.iMacG5에는 확장용 메모리 슬롯이 1개 있습니

다.

추가메모리설치하기
다음 사양을 준수하는 메모리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DDR2DRAM
• 533MHz,PC2-4200호환(DDR2533이라고도 함)
• 버퍼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음

iMacG5의 비어있는 슬롯에 512MB,1GB또는 2GB의 메모리 모듈을 추가하여 최대 2.5GB의 메

모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시스템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iMacG5에 설치된 메모리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또한,시스템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슬롯이 비어있는지,추가 메모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정보보기를사용하려면,
1 메뉴 막대에서 Apple()>이 매킨토시에 관하여를 선택하십시오.

2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여 시스템 정보 보기를 여십시오.

3 하드웨어 옆에 있는 열기 삼각형을 클릭하십시오.

4 메모리를 클릭하십시오.

경고: Apple은 Apple공인 기술자가 메모리를 설치하고 내장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서비스 문의를 위한 Apple과의 연락 방법에 관한 지침을 보려면,iMacG5와 함께 제공된

서비스 정보 및 지원 정보를 참조하십시오.사용자가 메모리를 설치하다가 장비에 큰 손상이 발생

할 경우,이러한 손상은 iMacG5의 제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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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모듈을설치하려면,
1 Apple()>시스템 종료를 선택하여 iMacG5를 종료하십시오.

2 모든 케이블 및 전원 코드를 iMacG5에서 연결 해제하십시오.

3 부드럽고,깨끗한 수건이나 천을 책상이나 바닥에 놓으십시오.iMacG5의 옆면을 잡고 화면이 표

면 위에 수평이 되도록 아래쪽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눕히십시오.

4 지지대를 위로 올린 다음,Phillips(#2)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메모리 접근 덮개를 고정시키고

있는 2개의 부속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푸십시오.

5 메모리 접근 덮개를 제거하십시오.

Phillips
나사 드라이버

지지대

주변광  
감지 센서

경고: 주변광 감지 센서는 그림과 같이 2개의 나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광 감지 센서를

나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변광 감지 센서를 드라이버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건드리

면 컴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메모리를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iMac G5를 종료하십시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컴퓨터에

메모리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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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모리 슬롯에 있는 2개의 고리를 동시에 아래쪽으로 당기십시오. 메모리 모듈이 슬롯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들 고리를 잡아 당겨서 빼낼 수 있습니다.

7 메모리 모듈을 메모리 슬롯에 끼워 넣으십시오. 모듈은 슬롯에 한 방향으로만 맞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메모리 모듈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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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모리 모듈을 메모리 슬롯에 살짝 눌러서 제자리에 끼워 넣으십시오. 메모리가 제자리에 끼워지면

가볍게 딸깍하는 소리가 나며, 2개의 고리가 자동으로 슬롯에 포개집니다.

9 이 고리들을 메모리 슬롯으로 밀어 넣어 메모리 접근 덮개를 제자리에 설치하십시오. Phillips(#2)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죄이십시오.

Phillips
나사 드라이버

주변광    
감지 센서 

경고: 항상 메모리 설치가 완료된 후에 메모리 접근 덮개를 제자리에 설치하십시오. 메모리 접근

덮개 없이는 iMac G5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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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Mac G5의 양쪽 옆면을 잡고 컴퓨터를 똑바로 세운후, 케이블과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11 iMac G5의 뒷면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눌러 켜십시오.

iMacG5가새로운메모리를인식하는지확인하기
iMac G5에 추가 메모리를 설치한 후에는 컴퓨터가 새로운 메모리를 인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모리를확인하려면다음을따르십시오.
1 iMac G5를 시동하십시오.

2 Mac OS 데스크탑이 나타나면, Apple() > 이 매킨토시에 관하여를 선택하십시오. 

총 메모리는 처음의 iMac G5에 제공되었던 메모리와 추가로 설치한 새로운 메모리를 합친 용량입

니다. iMac G5에 설치된 메모리의 용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려면,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여 시스

템 정보 보기를 실행하십시오.

iMac G5가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시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iMac G5를 종료하고 설

명서를 다시 확인하면서 설치한 메모리가 iMac G5와 호환되는지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하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메모리를 제거하고, 메모리와 함께 제공된 지원 정보를 보

거나 메모리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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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cG5사용에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이장에서는문제가
있을경우,시도해볼수있는몇가지방법을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이 멈추거나 iMacG5가 시동되지 않는 문제와 iMacG5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추가 문제 해결 정보는 Mac도움말(22페이지 참조)및 Apple서
비스 및 지원 웹 사이트,www.apple.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iMacG5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 있습니다.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수행한 작업 과정을 메모해 두면 가능한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메모해 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있던 응용 프로그램.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만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이 iMacG5에 설치되어 있는 MacOS의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근에 설치했던 소프트웨어.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Classic환경과 호환되지 않는 확장 파일을

설치합니다.
• 새로 연결하거나 설치한 하드웨어(추가 메모리나 주변 기기와 같은).

경고: iMacG5를 열지 마십시오.iMacG5에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서비스

및 지원 정보에서 Apple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나 Apple연락처를 찾아 연락하십시오.iMacG5
에는 메모리를 이외에는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부품이 없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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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cG5사용에지장을초래하는문제
iMacG5가 반응하지 않거나 포인터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 먼저,마우스와 키보드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커넥터를 연결 해제한 다음,
다시 연결하고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면,배터리가 새로운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그래도 동작하지 않는다면,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해 보십시오.Option과

Command(x)키를 누른 다음 Esc키를 누르십시오.대화상자가 나타나면,해당 응용 프로그램

을 선택하고 강제 종료를 클릭하십시오.그런 다음,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저장하

고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iMacG5를 재시동하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없다면,컴퓨터 뒷면에 있는 전원 단추(®)를 몇 초간 눌러

iMacG5를 종료하십시오.
• 그래도 동작하지 않는다면,iMacG5의 전원 코드를 연결 해제하십시오.그런 다음,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하고 컴퓨터의 전원 단추(®)를 눌러서 iMacG5를 시동하십시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만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응용 프로그램의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이 iMacG5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iMacG5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원 및 연락처 정보는,www.apple.com/guide를
방문하십시오.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55페이지의“iMacG5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하기”참조).

시동시 iMacG5가멈추거나깜박이는물음표표시가나타나는경우

• 몇 초간 기다리십시오.iMacG5가 시동되지 않는다면,전원 단추(®)를 5초 동안 눌러 iMacG5
를 종료하십시오.그런 다음,iMacG5의 Option키와 전원 단추(®)를 다시 눌러 iMacG5를 다

시 시동하십시오.iMacG5가 시동되면,하드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오른쪽 화살표를 클

릭하십시오.
• iMacG5가 시동된 다음,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시동 디스크를 클릭하십시오.로컬 MacOSX

시스템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55페이지의“iMacG5와 함

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하기”참조).

iMacG5가켜지지않거나시동되지않는경우

• 전원 코드가 iMacG5에 연결되어 있고 작동하는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래도 동작하지 않는다면,전원 단추(®)를 누르고,Command(x),Option,P와 R키를 시동

음이 2번 들릴 때까지 누르십시오.
• 최근에 추가로 메모리를 설치했다면,제대로 설치되었는지와 iMacG5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

시오.해당 메모리를 제거했을 경우,iMacG5가 시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4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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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지 않는다면,전원 코드를 연결 해제한 다음,최소 30초 동안 기다리십시오.그런 다음,전
원 코드를 다시 연결하고 iMacG5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눌러 켜십시오.

• 여전히 iMacG5를 시동할 수 없다면,iMacG5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 정보에서

Apple에 서비스 문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iMacG5와함께제공되는소프트웨어다시설치하기
iMacG5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치 디스크를 사용하여 MacOSX과 iMacG5와 함께 제

공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MacOS9을 설치하십시오 .

중요사항: Apple은 소프트웨어를 복원하기 전에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를 백업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Apple은 어떠한 데이터 유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MacOSX설치하기

MacOSX을 설치하려면,
1 중요한 파일을 백업하십시오.

2 iMacG5와 함께 제공된 MacOSXInstallDisk1(MacOSX설치 디스크 1)을 삽입하십시오.

3 “InstallMacOSXandBundledSoftware(MacOSX및 번들 소프트웨어 설치)”를 이중 클릭

하십시오.

4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설치하려는 대상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화면 상의 지침을 계속 따르십시오.iMacG5가 재시동된

후,다음 MacOSX설치 디스크를 삽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디스크를 지운 후에 설치”옵션을 사용하면 대상 디스크가 지워지기 때문에,MacOS
X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중요한 파일을 백업해야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설치하기
iMacG5와 함께 제공된 응용 프로그램만 설치하려면,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iMacG5에 Mac
OSX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을설치하려면,
1 중요한 파일을 백업하십시오.

2 iMacG5와 함께 제공된 MacOSXInstallDisk1을 삽입하십시오.

3 “InstallBundledSoftwareonly(번들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이중 클릭하십시오.

4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설치하려는 대상 디스크를 선택한 후,화면 상의 지침을 계속 따르십시오.

참고: iCal,iChat,iSync,iTunes및 Safari를 설치하려면,윗 부분의“MacOSX설치하기”지침

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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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9설치하기
iMacG5는 MacOS9이 설치되어 제공되지 않습니다.iMacG5와 함께 MacOS9응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려면,MacOSXInstallDisc2를 사용하여 MacOS9을 설치해야 합니다.

MacOS9을설치하려면,
1 가능하다면,중요한 파일을 백업하십시오.

2 iMacG5와 함께 제공된 MacOSXInstallDisc2를 삽입하십시오.

3 “InstallMacOS9SystemSupport(MacOS9시스템 지원 설치)”를 이중 클릭하십시오.

4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설치 대상 디스크를 선택한 후,화면 상의 지침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밖의문제들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 Apple이 아닌 다른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웹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시스템 환경설정

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최신 Apple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iMac
G5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도움말 >Mac도움말을 선택하고“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로 검색하십시오.

AirPort무선통신사용에문제가있는경우

• AirPortExtreme베이스 스테이션이나 AirPortExpress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따라 소프트

웨어를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결하려는 iMacG5나 네트워크가 실행 중이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른 컴퓨터나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의 안테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전기 장비나

금속 구조물로 인해 무선 통신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지원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iMacG5의
위치를 옮겨서 통신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AirPort신호 레벨을 확인하십시오.메뉴 막대의 AirPort상태 아이콘에 최대 4개의 막대가 나타

납니다.
• 전자렌지,무선 전화기 또는 방해가 될 만한 물체가 베이스 스테이션 가까이에 있다면,네트워크

의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방해를 최소화하려면,해당 장비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을

멀리 이동시키십시오.
• AirPort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도움말 >Mac도움말을 선택한 다음,라이브러리 >

AirPort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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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를추출하는데문제가있는경우

•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키보드의 미디어 추출키(C)를 누르십시오.
• 그래도 동작하지 않는다면,Finder윈도우를 열고 사이드바에서 디스크 아이콘 옆의 추출 아이

콘을 클릭하거나,데스크탑의 디스크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십시오.
• 그래도 동작하지 않는다면,마우스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iMacG5를 재시동하십시오.

인터넷연결에문제가있는경우

•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한다면,전화 코드가 컴퓨터의 이더넷 포트(G)가 아닌 외장 모

뎀의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iMacG5를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67페이지의“인터넷에 연결하

기”를 참조하십시오.인터넷 설정 방법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연락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인터넷 계정을 얻은 경우).
•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자세한 정보는 81페이지의“연결 문제 해결하기”를 참조하십

시오.

iMacG5사용시문제점이나MacOS작동시문제가있는경우

• 이 사용 설명서에서 의문 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Mac도움말에서 지침과 문제

해결 정보를 찾으십시오.Finder에서 도움말 >Mac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 최신 문제 해결 정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는 Apple지원 웹 사이트,

www.apple.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날짜와시간설정이반복적으로재설정되는경우

• 내장 백업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 백업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MacG5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없습니다.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Apple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AppleStore소매점으로 연락하십시오.

제품일련번호찾기
지지대의 아래쪽에 iMacG5의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또한,시스템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일련 번

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메뉴 막대에서 Apple()>이 매킨토시에 관하여를 선택한 다음,자세한

정보를 클릭하십시오.하드웨어 열기 삼각형을 클릭하면 일련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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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HardwareTest사용하기
AppleHardwareTest를 사용하여 iMacG5의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AppleHardwareTest를사용하려면,
1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외한 iMacG5의 모든 외부 장비를 연결 해제하십시오.이더넷 케이블이 연결

되어 있다면,연결 해제하십시오.

2 iMacG5와 함께 제공된 MacOSXInstallDisc1을 삽입하십시오.

3 iMacG5를 재시동하고 시동 시,Option키를 누른 상태로 계십시오.

4 사용 가능한 시동 볼륨이 나타나면 AppleHardwareTest를 클릭하십시오.

5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십시오.

6 AppleHardwareTest메인 화면이 약 45초 후에 나타나면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7 AppleHardwareTest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오류 코드가 나타납니다.지원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오류 코드를 메모해 두십시오.AppleHardwareTest가 하드웨어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소프

트웨어 관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AppleHardwareTes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acOSXInstallDisc1에 있는 Apple
HardwareTest읽어보기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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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정보보기를사용하여내장메모리,하드디스크크기,
연결된장비및제품일련번호와같은 iMacG5에관한자세한
정보를볼수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보기에서 정보를 보려면,메뉴 막대에서 Apple()>이 매킨토시에 관하여를 선택한

다음,자세한 정보를 클릭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인터넷 웹 사이트,www.apple.com/iMac및 www.apple.com/suppor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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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사용자의안전과보다편리한작업을위해이부록에있는
지침에따라 iMacG5를청소및취급하십시오.

iMacG5설정및사용시안전지침
사용자 자신과 장비의 안전을 위해,항상 다음을 예방 조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태일 경우,전원 플러그(코드가 아닌 플러그를 당기십시오.)와 전화 코드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 메모리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마모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 케이스에 무언가를 엎질렀을 경우

• iMacG5가 비에 젖었거나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 iMacG5를 떨어뜨렸거나 케이스가 손상되었을 경우

• iMacG5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를 받거나 수리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 케이스를 깨끗하게 닦고 싶을 경우(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중요사항: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면,전원 코드와 전화선을 연결 해제하십시오.최소한 전원 코드

의 한 쪽 끝은 필요할 때 iMacG5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아 두십시

오.

경고: AC코드에는 3선 접지 플러그(3번째 핀이 접지핀인 플러그)가 있습니다.이 플러그는 접지

된 AC콘센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할 수 없다면,콘센트가 접지되지

않은 것입니다.이런 경우,자격을 가진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여 접지된 콘센트로 교체하십시오.
접지된 플러그의 목적 로 사용하십시오.

안전,사용및관리정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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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 iMacG5를 음료수,세면기,욕조,샤워기 등 물기가 많은 곳으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 iMacG5를 비,눈 등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날씨로부터 보호하십시오.
• 벽에 부착된 소켓에 iMacG5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설치 정보를 주의깊게 읽어 두십시오.
•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장소에 설명서를 놓아두십시오.
•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지시 사항과 경고를 준수하십시오.

중요사항: 장비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어린이가 작동

할 때에는 어른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린이가 전자 제품의 내부를 만지게 하거나 케이블

을 다루게 하지 마십시오.

자가수리금지
메모리를 제외하고 iMacG5에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메모리 추가에 관한 추

가 정보를 보려면 47페이지의 제4장,“메모리 설치하기”참조).iMacG5를 열지 마십시오.iMac
G5에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서비스 및 지원 정보에서 Apple공인 서비스 제

공업체나 Apple연락처를 찾아 연락하십시오.

만약 iMacG5를 열거나 메모리 이외의 부품을 설치하였다면 장비에 손상이 입을 수 있으며,이런

손상은 iMacG5에서 지원되는 제한된 보장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넥터및포트
커넥터를 무리하게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커넥터와 포트가 올바른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커넥터가 포트에 맞는지와 커넥터의 방향이 포트로 정확하게 향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어떤 물건도 케이스의 열려진 곳을 통해 이 제품 내부에 밀어 넣지 마십시오.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심한 경우 화재가 나거나 전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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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손상방지하기

인체공학

의자

견고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조절 가능한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여 넓적다리

가 수평이 되고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이게 하십시오.의자의 뒷면이 사용자의 등 아래부분(허리

부분)을 받쳐 주어야 합니다.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신체에 적절하게 맞도록 등받침을

조절하십시오.

넓적 다리는 약간 기울게

어깨의 긴장을 풀고

반사되는 빛을 피하도록 

화면을 배치하고

팔과 손을

일직선 상에

팔은 수평으로

또는 약간 기울게

등 아래 부분이 

등받이에 받쳐지게

바닥이나 발을 얹는 곳에  

발을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화면의 상단 부분을 눈 높이 아래로

(책상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모니터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책상의 아래쪽은 깨끗하게

45~70cm(18~28인치)

경고: 이어버드나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할 경우, 청각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음량을 높게하여 오랜 시간을 청취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는 들릴 수는 있지만, 청각에 손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청취를 중단하고

청각 검사를 받으십시오. 음량이 높을수록 더 빨리 청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청각 전문가가 권장하

는 청각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어버드나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 시끄러운 주변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음량을 높이지 마십시오.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음량을 낮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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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손이 키보드에 해 적절한 각도를 이루도록 의자 높이를 높게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

게 할 경우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이게 할 수 없다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을 사용하여 경

사지게 함으로써 바닥과 발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습니다. 발판이 필요없도록 책상 높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통상적인 작업면보다 낮은 높이에 키보드 트레이가 있는 책상을 사

용하는 것입니다.

모니터

키보드 앞에 앉아 있을 때 화면의 상단이 사용자의 눈 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오도록 컴퓨터를 배

치하십시오. 부분의 사용자의 경우 눈과 화면 사이의 최적 거리로 45~70cm(18~28인치)를 선

호하지만 이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머리 위의 조명과 창문으로부터 비치는 화면 상의 빛 반사와 눈부심이 최소화되도록 모니터를 배치

하십시오.

마우스

적당한 거리 내에 키보드와 같은 높이로 마우스를 놓으십시오.

키보드

컴퓨터의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어깨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팔꿈치 윗 부분과 팔뚝 부분이 거의

직각을 이루어야 하며, 손목과 손이 거의 직선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입력할 때는 가볍게 누르고 손과 손가락에 긴장을 푸십시오. 손바닥 밑으로 엄지 손가락을 구부리

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로를 피하려면 손의 위치를 자주 바꿔주십시오. 일부 iMac G5 사용자는 쉬지 않고 일하는 업무

후에 손, 손목 또는 팔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 손목 또는 팔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인체 공학에 관한 추가 정보

www.apple.com/about/ergonomics를 방문하십시오.

iMacG5청소하기
iMac G5 외부 및 내부 구성 항목을 청소할 때에는 다음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십시오.
• iMac G5를 종료하고 모든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 iMac G5의 외부를 청소하려면 습기가 있는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는 천을 사용하십시오. 내부

로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iMac G5에 직접 물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 에어졸 스프레이, 솔벤트나 연마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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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cG5모니터청소하기

iMacG5화면을 청소하려면 다음을 따르십시오.
• iMac G5를 종료하고 모든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 깨끗하고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는 천이나 물에 적신 종이로만 화면을 닦아 내십시오. 화면에

직접 물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iMacG5운반하기
iMac G5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전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과 코드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iMac G5를 들거나 이동하려면, 컴퓨터의 옆면을 잡으십시오.

Apple과환경
Apple Computer, Inc.에서는 작동 및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Apple의 책임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www.apple.com/environment/summary.html을 방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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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cG5를사용하여월드와이드웹을검색하고,친구와가족에게
이메일을보내거나,실시간으로인터넷상에서대화를즐길수
있습니다.이지침을사용하여인터넷에연결하십시오.

처음으로 MacOSX을 시동하면,설정 지원이 실행되어 인터넷 구성 정보를 입력하도록 도와줍니

다.

인터넷에 연결할 때 설정 지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네트워크 설정 지원을 열려면“도와주세요”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네트워크 설정 지원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이 부록의 정보를 사용하여 연결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종류의인터넷연결방법이있습니다.
• 전화 연결─외장 모뎀이 컴퓨터의 USB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며,모뎀과 연결된 전화 케이블이

벽에 있는 전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고속 DSL이나 케이블 모뎀 연결─컴퓨터가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ISP에서 제공하는 특수

모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AirPortExtreme무선 연결─컴퓨터가 AirPortExtreme또는 AirPortExpress베이스 스테

이션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LAN(LocalAreaNetwork)─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LAN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방법은 보통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연결하기전에,
1 ISP로 계정을 설정하십시오.전화 번호부에서 ISP를 찾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접속”,“인터넷 서

비스”또는“온라인”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2 ISP나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원하는 연결 정보를 문의하십시오.각 유형의 접속에 대한 정보를 보

려면 다음 부분인,69페이지의“설정 지원 워크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에연결하기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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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경우에,동일한 위치에 다른 컴퓨터가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해당 설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acOSX컴퓨터에서설정을보려면,
• 시스템 환경설정의 네트워크 패널을 여십시오.
• 보기 팝업 메뉴에서 연결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구성에 대한 정보를 복사하십시오.

MacOS9컴퓨터에서설정을보려면,
• TCP/IP조절판을 여십시오.
•“연결”팝업 메뉴에서 연결 방법을 찾으십시오.
• 구성 팝업 메뉴에서 구성을 찾으십시오.
• IP주소,서브네트 마스크 및 라우터 주소를 복사하십시오.

WindowsPC에서설정을보려면,
Windows에서 연결 정보는 두 곳에 있습니다.
• IP주소와 서브네트 마스크를 찾으려면,“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결”제어판을 여십시오.
• 사용자 계정 정보를 찾으려면,사용자 계정 제어판을 여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직접 정보를 작성한 다음,설정 지원에 이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3 외장 모뎀을 사용한다면,컴퓨터에 있는 USB포트에 모뎀을 연결하고 전화 코드를 모뎀에 있는 포

트에 그리고 벽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만약,DSL이나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면,모
뎀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 따라 모뎀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4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설정 지원에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연결을 구성하십시오.

참고: 이미 컴퓨터를 시작하였고 인터넷 연결 구성에 설정 지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Apple()>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한 다음,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그런 다음,“도와주세요”

를 클릭하십시오.설정 지원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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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지원워크시트
ISP(InternetServiceProvider: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작

성한 다음,네트워크 설정 지원에 입력하십시오.

인터넷연결방법을선택하십시오.

전화 연결을 설정하려면,다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DSL이나 케이블 모뎀 또는 LAN연결을 설정하려면,
1 연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이 정보에 대해서는 ISP에 문의하십시오.

수동 

수동으로 DHCP 라우터 사용

DHCP 사용

BootP 사용

PPP

사용자 이름

암호

ISP 전화 번호

외부 전화 회선용 번호

전화 모뎀

케이블 모뎀

DSL 모뎀

로컬 네트워크(이더넷)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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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P에서 받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수동”이나“수동주소로 DHCP사용”*을선택한경우,다음정보를입력하십시오.

*“수동 주소로 DHCP사용”을 선택했다면,서브네트 마스크나 라우터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DHCP사용”을선택했다면,다음정보를입력하십시오.

참고: DHCP클라이언트 ID는 옵션이며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ISP에 문의하십시

오.

“PPP(PPPoE를사용하여연결)”를선택했다면,다음정보를입력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업체(옵션)

PPPoE 서비스 이름(옵션)

계정 이름

암호

DHCP 클라이언트 ID

IP 주소

서브네트 마스크

라우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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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는 옵션입니다.입력해야 한다면,ISP에 문의하십시오.

수동으로인터넷연결설정하기
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이전 페이지의 단계를 완료하였다면,인터넷 연결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설정 지원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나 인터넷 설정 구성의 특정 부분만 변경하고 싶다면,수동

으로 연결을 설정하도록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려면,연결 방법에 해당하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 PPP(Point-to-PointProtocol)전화 모뎀 연결 (71페이지 참조)
• 아래 구성을 사용하는 케이블 모뎀,DSL또는 LAN연결:
• 수동(75페이지 참조)
• DHCP(75페이지 참조)
• PPPoE(76페이지 참조)

• AirPort무선 연결(78페이지 참조)

전화연결
전화 모뎀은 인터넷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약 iMacG5와 함께 외장 AppleUSB모
뎀을 사용한다면,ISP연결에 PPP(Point-to-PointProtocol)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장 모뎀이 컴퓨터의 USB포트 및 전화선에 연결되도록 하십시오.ISP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

십시오(69페이지 참조).

내장모뎀포트를사용하여네트워크환경설정을설정하려면,
1 메뉴 막대에서 Apple()>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

DNS 호스트(DHCP & BootP 옵션)

도메인 이름(옵션)

프록시 서버(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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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 팝업 메뉴에서 네트워크 포트 구성을 선택한 후,외장 모뎀 옆에 있는 켬 체크상자를 선택하십

시오.

4 외장 모뎀을 포트 구성의 상단으로 드래그하면 가장 선호하는 항목 또는 일차 항목이 됩니다.

5 보기 팝업 메뉴에서 외장 모뎀을 선택한 다음,PPP를 클릭하십시오.

6 ISP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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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1 인터넷 연결 응용 프로그램(응용 프로그램 폴더 내)을 여십시오.

2 필요하다면,외장 모뎀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3 필요하다면,접속할 전화 번호,계정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4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인터넷 연결이 해당 ISP로 전화를 걸어,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웹브라우저와이메일과같은인터넷응용프로그램을시작할때자동으로연결하려면,
1 PPP옵션(네트워크 환경설정의 PPP패널에 있는)을 클릭하십시오.

2 “필요할 때 자동으로 연결”체크상자를 선택하십시오.

3 승인을 클릭하고 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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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케이블모뎀또는 LAN인터넷연결
DSL또는 케이블 모뎀이나 이더넷 LAN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경우에는,인터넷 연결을 어떻

게 구성해야할지 해당 ISP또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수동─수동으로 구성을 할 경우,ISP나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환경설정에서 입력하는 고

정 IP주소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 DHCP(DynamicHostConfigurationProtocol)사용─DHCP구성을 통해 DHCP서버가

자동으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PPPoE(Point-to-PointProtocoloverEthernet)사용─DSL모뎀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하다면,네트워크를 PPPoE를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ISP에서 제공한 정보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69페이지 참조).

네트워크환경설정에서내장이더넷포트를설정하려면,
1 메뉴 막대에서 Apple()>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

3 보기 팝업 메뉴에서 네트워크 포트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4 내장 이더넷 옆에 있는 켬 체크상자를 선택하십시오.

5 내장 이더넷을 포트 구성 목록의 맨 위로 드래그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항목

또는 일차 항목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지침에 따라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구성하십시오.ISP나 네트워크 관리자의 지침에 따라

DHCP사용 및 PPPoE를 사용으로 연결을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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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구성
해당 ISP의 고정 IP주소,라우터 주소 및 서브네트 마스크를 확인하십시오(69페이지 참조).

수동구성을설정하려면,
1 네트워크 환경설정의 보기 팝업 메뉴에서 내장 이더넷을 선택하십시오.

2 필요하다면,TCP/IP를 클릭하십시오.

3 IPv4구성 팝업 메뉴에서 수동을 선택하십시오.

4 해당 필드에 기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5 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연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웹 브라우저(또는 다른 TCP/IP응용 프로그램)를
열어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DHCP구성
DHCP구성을 설정하면,DHCP서버는 자동으로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DHCP구성을설정하려면,
1 네트워크 환경설정에서,보기 팝업 메뉴에서 내장 이더넷을 선택하십시오.

2 필요하다면,TCP/IP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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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v4구성 팝업 메뉴에서 DHCP사용을 선택하십시오.

4 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웹 브라우저(또는 다른 TCP/IP응용 프로그램)를 열어서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참고: 해당 ISP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DHCP클라이언트 ID필드와 도메인 검색 필드는 비

워두십시오.

PPPoE구성
일부 DSL기반 ISP는 PPPoE(Point-to-PointProtocoloverEthernet)를 사용합니다.DSL모뎀

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하다면,PPPoE를 사용하여 연결해

야 하는지 ISP에 문의하십시오.

PPPoE연결을구성하려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필요하다면 DNS주소를 준비해 두십시오(69페이지

참조).
1 네트워크 환경설정에서,보기 팝업 메뉴에서 내장 이더넷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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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PPoE를 클릭하고“PPPoE를 사용하여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3 해당 필드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컴퓨터의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연결 방법을 사용하게 하려면

“암호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웹 브라우저나 이메일과 같은 TCP/IP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연결하게 하려면,
PPPoE옵션을 클릭하고“필요할 때 자동으로 연결”을 선택한 다음,승인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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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CP/IP를 클릭한 후 ISP의 지침에 따라 IPv4구성 팝업 메뉴에서 PPP사용이나 수동을 선택하십시

오.ISP에서 제공한 고정 IP주소를 가지고 있다면,수동을 선택한 다음,IP주소 필드에 주소를 입력

하십시오.

5 DNS(도메인 이름 서버) 서버 필드에 DNS서버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6 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면 인터넷 연결 준비가 된 것입니다.웹 브라우저 또는 다른 TCP/IP응용 프

로그램을 열어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중요사항: 자동으로 연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정확하게 구성 선택한 다음,연결을 클릭하십시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화면 상단의 메뉴 막대에

서 도움말 >인터넷 연결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AirPort무선연결
이 iMacG5에 AirPortExtreme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유틸리티 폴더

에 있는 AirPort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AirPort네트워크와 인터넷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지원을 사용하면 AirPort베이스 스테이션을 구성하고 AirPort를 사용하도록 컴퓨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AirPort베이스 스테이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베이스 스테이션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미 AirPort베이스 스테이션이 구성되어 있다면,대부분의 경우 AirPortExtreme카드가 바로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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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네트워크에접근할수있는지확인하려면,
n 메뉴 막대에서 AirPort상태 아이콘을 클릭하고,나열된 AirPort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나열된 AirPort네트워크가 없다면,AirPort설정 지원을 사용하여 설정을 확인 및 변경하거나,시
스템 환경설정의 네트워크 패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AirPort연결설정하기
수동으로 연결하려면 시스템 관리자에게서 다음 정보를 얻으십시오.

DHCP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다음 정보의 대부분은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컴퓨터에 제공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DNS(DomainNameServer)주소 (필요한 경우)
• DHCP또는 수동 IP주소 구성

• IP주소

• 라우터 주소

• 서브네트 마스크

• 암호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네트워크 환경설정에서 AirPort연결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환경설정에서 AirPort연결을설정하려면,
1 메뉴 막대에서 Apple()>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

3 보기 팝업 메뉴에서 네트워크 포트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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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rPort옆에 있는 켬 체크상자를 선택하십시오.

다음으로,ISP나 네트워크 관리자의 지침에 따라 DHCP를 사용하여 또는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십시오.네트워크를 직접 설정하려면,서버가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DHC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쉽습니다.

5 보기 팝업 메뉴에서 AirPort를 선택하십시오.

6 필요하다면,TCP/IP를 클릭하십시오.

7 IPv4구성 팝업 메뉴에서 수동 또는 DHCP사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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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을 선택한 경우,다른 정보를 해당 필드에 입력하십시오.
• DHCP사용을 선택한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

습니다.
8 컴퓨터가 잠자기에서 깰 때 또는 재시동한 후에 AirPort를 클릭하고 AirPortExtreme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9 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AirPort설정을 구성하면,연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AirPort연결을테스트하려면,
n 메뉴 막대에서 AirPort상태 아이콘을 클릭하고 AirPort켬을 선택하십시오.

범위 내의 모든 AirPortExtreme네트워크가 메뉴에 나타납니다.

연결문제해결하기

케이블모뎀, DSL및 LAN인터넷연결
AirPort,내장 이더넷 또는 외장 모뎀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다면,네트워크 진단을 사

용하여 연결 문제를 진단해 보십시오.시스템 환경설정의 네트워크 패널에 있는“도와주세요”를 클

릭하고 진단을 클릭하여 네트워크 진단을 연 다음,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네트워크 진단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연결하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연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부 장비 또는 접속하려는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다음 단계도

시도해 보십시오.

케이블과전원공급점검하기

모뎀 전원 코드,모뎀에서 컴퓨터로 연결하는 케이블,모뎀에서 벽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는 케이블

을 포함하여 모든 모뎀 케이블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이더넷 허브와 라우터에

서 케이블과 전원 공급을 점검하십시오.

모뎀을켜거나끈후모뎀하드웨어재설정하기

DSL이나 케이블 모뎀 전원을 몇 분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일부 ISP는 모뎀의 전원 코드를 뽑을

것을 권장합니다.모뎀에 재설정 단추가 있다면 전원을 켜거나 끄기 전이나 후에 누르십시오.

부록 C인터넷에 연결하기 81



PPPoE연결
PPPoE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결할 수 없다면 먼저 케이블과 전원 공급을 점검한 다음,모
뎀을 껐다가 다시 켜서 모뎀 하드웨어를 재설정하십시오.

시스템환경설정점검하기

1 Apple()>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네트워크를 클릭하십시오.

3 보기 팝업 메뉴에서 네트워크 포트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4 내장 이더넷을 선택하고 포트 구성 목록의 맨 위로 드래그하십시오.

5 보기 팝업 메뉴에서 내장 이더넷을 선택하십시오.

6 PPPoE를 클릭하십시오.

7 “PPPoE를 사용하여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8 계정 이름 필드에 ISP에서 제공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9 암호 저장을 선택하려면 암호를 올바르게 다시 입력하십시오.

10 TCP/IP를 클릭하십시오.이 패널에 ISP로부터 받은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지금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네트워크연결
인터넷 연결을 공유하려는 컴퓨터가 2대 이상이라면,네트워크를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ISP에서

하나의 IP주소만 제공하는지 또는 각 컴퓨터에 하나씩 여러 IP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야합니다.

IP주소를 하나만 사용한다면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나“IP마스쿼레이딩”이라고 알려진 연결

공유 기능이 있는 라우터가 있어야 합니다.설정 정보를 보려면,라우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네트워크를 설정한 사람과 함께 이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여러 대의 컴퓨터 중에

서 AirPortExtreme베이스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하나의 IP주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AirPortExtreme베이스 스테이션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화면 상의 도움말을 확인하거나

Apple의 AirPort웹 사이트,www.apple.com/airport를 방문하십시오.

이러한 단계들을 따라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해당 ISP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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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RegulationInformation
FCCComplianceStatement
Thisdevicecomplieswithpart15oftheFCCrules.
Operationissubjecttothefollowingtwo
conditions:(1)Thisdevicemaynotcauseharmful
interference,and(2)thisdevicemustacceptany
interferencereceived,includinginterferencethat
maycauseundesiredoperation.Seeinstructionsif
interferencetoradioortelevisionreceptionis
suspected.

RadioandTelevisionInterference
Thiscomputerequipmentgenerates,uses,andcan
radiateradio-frequencyenergy.Ifitisnotinstalled
andusedproperly—thatis,instrictaccordancewith
Apple'sinstructions—itmaycauseinterferencewith
radioandtelevisionreception.

Thisequipmenthasbeentestedandfoundto
complywiththelimitsforaClassBdigitaldevicein
accordancewiththespecificationsinPart15ofFCC
rules.Thesespecificationsaredesignedtoprovide
reasonableprotectionagainstsuchinterferenceina
residentialinstallation.However,thereisno
guaranteethatinterferencewillnotoccurina
particularinstallation.

Youcandeterminewhetheryourcomputersystemis
causinginterferencebyturningitoff.Ifthe
interferencestops,itwasprobablycausedbythe
computeroroneoftheperipheraldevices.

Ifyourcomputersystemdoescauseinterferenceto
radioortelevisionreception,trytocorrectthe
interferencebyusingoneormoreofthefollowing
measures:
• Turnthetelevisionorradioantennauntilthe

interferencestops.
• Movethecomputertoonesideortheotherofthe

televisionorradio.
• Movethecomputerfartherawayfromthe

televisionorradio.
• Plugthecomputerintoanoutletthatisona

differentcircuitfromthetelevisionorradio.(That
is,makecertainthecomputerandthetelevisionor
radioareoncircuitscontrolledbydifferentcircuit
breakersorfuses.)

Ifnecessary,consultanApple-authorizedservice
providerorApple.Seetheserviceandsupport
informationthatcamewithyourAppleproduct.Or,
consultanexperiencedradio/televisiontechnician
foradditionalsuggestions.

Changesormodificationstothisproductnot
authorizedbyAppleComputer,Inc.,couldvoidthe
EMCcomplianceandnegateyourauthorityto
operatetheproduct.

ThisproducthasdemonstratedEMCcompliance
underconditionsthatincludedtheuseofcompliant
peripheraldevicesandshieldedcablesbetween
systemcomponents.Itisimportantthatyouuse
compliantperipheraldevicesandshieldedcables
(includingEthernetnetworkcables)betweensystem
componentstoreducethepossibilityofcausing
interferencetoradios,televisionsets,andother
electronicdevices.

Responsibleparty(contactforFCCmattersonly):
AppleComputer,Inc.
ProductCompliance
1InfiniteLoopM/S26-A
Cupertino,CA95014-2084

BluetoothInformation
FCCBluetoothWirelessCompliance
Theantennausedwiththistransmittermustnotbe
colocatedoroperatedinconjunctionwithanyother
antennaortransmittersubjecttotheconditionsof
theFCCGrant.

BluetoothIndustryCanadaStatement
ThisClassBdevicemeetsallrequirementsofthe
Canadianinterference-causingequipment
regulations.

CetappareilnumériquedelaClassBrespectetoutes
lesexigencesduRèglementsurlematérielbrouilleur
duCanada.

BluetoothEurope-EUDeclarationofConformity
Thiswirelessdevicecomplieswiththespecifications
EN300328,EN301-489,andEN60950followingthe
provisionsoftheR&TTEDirective.

IndustryCanadaStatement
ComplieswiththeCanadianICES-003ClassB
specifications.CetappareilnumériquedelaclasseB
estconformeàlanormeNMB-003duCanada.

VCCIClassBStatement

EuropeanCommunity
ComplieswithEuropeanDirectives72/23/EECand
89/336/EEC,and99/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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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Information

Donotattempttodisassemblethecabinet
containingthelaser.Thelaserbeamusedinthis
productisharmfultotheeyes.Theuseofoptical
instruments,suchasmagnifyinglenses,withthis
productincreasesthepotentialhazardtoyoureyes.
Foryoursafety,havethisequipmentservicedonly
byanAppleAuthorizedServiceProvider

Becauseoftheopticaldiscdriveinyourcomputer,
yourcomputerisaClass1laserproduct.TheClass1
label,locatedinauser-accessiblearea,indicatesthat
thedrivemeetsminimumsafetyrequirements.A
servicewarninglabelislocatedinaservice-
accessiblearea.Thelabelsonyourproductmay
differslightlyfromtheonesshownhere.

ExposuretoRadioFrequencyEnergy
TheradiatedoutputpoweroftheAirPortExtreme
CardinthisdeviceisfarbelowtheFCCradio
frequencyexposurelimitsforuncontrolled
equipment.Thisdeviceshouldbeoperatedwitha
minimumdistanceofatleast20cmbetweenthe
AirPortExtremeCardantennas andaperson'sbody
andmustnotbeco-locatedoroperatedwithany
otherantennaortransmitter.

MouseClass1LEDInformation
TheAppleopticalmouseisaClass1LEDproductin
accordancewithIEC60825-1A1A2.Thisproduct
complieswiththerequirementsofEuropean
Directives72/23/EECand89/336/EEC.

ItalsocomplieswiththeCanadianICES-003ClassB
Specification.

TaiwanStatement

KoreaStatement

위험성이높은활동경고
본 제품은 핵 시설물,항공기 운항,통신 시스템 또는 항공 교

통 관제 기계를 작동하는 곳이거나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망,인명 손상 혹은 심각한 환경 손실을 야기할 수 있

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NERGYSTARⓇ Compliance
AsanENERGYSTARⓇ partner,Applehasdetermined
thatstandardconfigurationsofthisproductmeet
theENERGYSTARguidelinesforenergyefficiency.
TheENERGYSTARprogramisapartnershipwith
officeproductequipmentmanufacturerstopromote
energy-efficiency.Reducingenergyconsumptionof
officeproductssavesmoneyandreducespollution
byeliminatingwastedenergy.

폐기및재활용정보
이 제품의 배경 조명등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여러

분 지역의 환경법과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Apple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www.apple.com/environment/summary.html을 방문

하십시오.

EuropeanUnion: Thissymbolmeansthataccording
tolocallawsandregulationsyourproductshouldbe
disposedofseparatelyfromhouseholdwaste.When
thisproductreachesitsendoflife,takeittoa
collectionpointdesignatedbylocalauthorities.
Somecollectionpointsacceptproductsforfree.The
separatecollectionandrecyclingofyourproductat
thetimeofdisposalwillhelpconservenatural
resourcesandensurethatitisrecycledinamanner
thatprotectshumanhealthandthe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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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1label Servicewarninglabel

Warning: Makingadjustmentsorperforming
proceduresotherthanthosespecifiedinyour
equipment'smanualmayresultinhazardous
radiationexposure.



배터리 처리

iMacG5에는 컴퓨터가 꺼졌을 때 날짜와 시간과 같은 설정

을 보존해주는 내장 백업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이 배터리

를 직접 교체하지 마십시오.Apple공인 기술자만 이 배터리

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여러분 지역의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제품을 폐기하십시오.

Nederlands: Gebruiktebatterijenkunnenworden
ingeleverdbijdechemokarofineenspeciale
batterijcontainervoorkleinchemischafval(kca)
wordengedeponeerd.

Deutschland:DiesesGerätenthältBatterien.Bitte
nichtindenHausmüllwerfen.EntsorgenSiedieses
GerätesamEndeseinesLebenszyklusentsprechend
dermaßgeblichengesetzlichenRegelunge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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