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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필독 사항
본 설명서에서는 구입하신 VAIO 컴퓨터의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입하신 모델에 본 가이드에 수록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보기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실제 작동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에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 파일이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
컴퓨터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었거나 우발적으로 삭제된 경우에는 컴퓨터의 복구 기능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구입한 후에 설치한 다른 소프트웨어는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VAIO Care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2

복구 및 복원, 복구, 응용 프로그램 및 드라이버 다시 설치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AIO Care에 포함되어 있는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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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O 원본 소프트웨어
다음은 VAIO 원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면 VAIO Helpdesk에 문의하십시오.

VAIO Media plus
VAIO Media plus는 홈 네트워크에 멀티미디어를 추가하여 CD에 저장된 음악 및 동영상 컨텐츠, Memory Stick과 같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이미지 컨텐츠를 VAIO 컴퓨터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Sony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Media Gallery
Media Gallery는 VAIO 컴퓨터 또는 홈 네트워크에서 사진/비디오/음악 데이터 또는 인터넷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선
호, 현재 날짜 또는 현재 시간대에 적합한 권장 컨텐트 항목을 나열하는 Sony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는 재생 권장 목
록에서 원하는 컨텐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추가적인 컨텐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 진행 중에도 갱신
됩니다.

PMB VAIO Edition
PMB VAIO Edition은 사진과 영화를 관리하고 검색하며 편집하는 Sony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VAIO Transfer Support
VAIO Transfer Support는 Windows 운영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Windows 사용자 환경 전송을 사용하여 새로운 VAIO 컴퓨터
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ony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VAIO Transfer Support를 사용하면 비디오, 사진, 음악 및 기타
데이터의 전송은 물론 이전 컴퓨터에 저장된 설정을 새 컴퓨터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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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소프트웨어
McAfee PC SecurityCenter 30-day Free Trial
McAfee, Inc.
McAfee PC SecurityCenter 30-day Free Trial은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이메일/인터넷 사기
및 기타 온라인 위협을 차단하는 강력한 자동 업데이트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인
터넷 서핑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음놓고 이메일, 채팅 및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지금 즉시 PC를 보호하십시오.
!
컴퓨터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30일 무료 체험판이며,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http://service.mcafee.com

Webroot® Spy Sweeper® 90-day Free Trial
Webroot Software, Inc.
Webroot® Spy Sweeper® 를 사용하면 스파이웨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놓고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PC가 이미 감염되었다면 한번의 청소로 시스템에 숨어 있는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쉬운 이 소프트웨어
에는 자동 업데이트 및 무료 고객 지원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고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upport.webro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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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Microsoft® Office Starter 2010
Microsoft Corporation
구입하신 PC에 Microsoft® Office Starter 2010이 사전 설치되어 있으면 기능이 축소된 Word 및 Excel은 포함되어 있지만
PowerPoint, Outlook 및 Publish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하신 PC에서 모든 기능을 갖춘 Office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려면 Office 2010 디스크 또는 제품 키 카드를 구입하십시오.
이 제품에 대한 고객 지원은 구입하신 제품 패키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Microsof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
상표
Microsoft는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dobe 소프트웨어 >
n 7 N

Adobe 소프트웨어
Adobe® Photoshop® Elements
Adobe Systems Incorporated
Adobe® Photoshop® Elements는 우수한 성능과 쉬운 사용으로 사진을 특별하게 만들고 독특하게 인쇄하며 웹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모든 사진과 비디오 클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번호는 C:\Program Files (x86)\Adobe 폴더의 PSE_Serial.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http://www.adobe.com/ap/support/
상표
Adobe®, Adobe 로고, Adobe Photoshop® Elements 및 Photoshop®은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
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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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Photoshop® Lightroom®
Adobe Systems Incorporated
Adobe® Photoshop® Lightroom®은 디지털 사진 처리를 위한 올인원 소프트웨어입니다. 대용량 디지털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현상하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컴퓨터 작업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사진 촬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http://www.adobe.com/ap/support/
상표
Adobe®, Adobe 로고 및 Adobe Lightroom®는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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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Premiere® Elements
Adobe Systems Incorporated
Adobe® Premiere® Elements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디오 편집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비디오 편집 응용 프
로그램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전문가급 시각 효과, 다양한 오디오 기능 및 대화식 디스크 메뉴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비디오
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YouTube 웹 사이트와 다른 개인 웹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휴대폰을 포함한 모바일 장치와
호환되는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하는 등의 광범위한 비디오 공개 옵션이 제공됩니다.
제품 번호는 C:\Program Files (x86)\Adobe 폴더의 PRE_Serial.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http://www.adobe.com/ap/support/
상표
Adobe®, Adobe 로고 및 Adobe Premiere®는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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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본 제품에는 Sony의 소유인 소프트웨어와 타사가 사용권을 허가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본 제품에 첨부된 사용권 계약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판매되
는 버전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
비스 제공업체에 가입하려면 사용료와 신용 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금융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 2011 Son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본 설명서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상표는 온스크린 사용자 가이드에서 상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허가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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