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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셋팅도 필요 없습니다. 두꺼운 설명서는 치워두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만들고, 공유하고, 즐겨보세요. 이 모든 것이 크롬북에서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제 품 구 성

support.google.com/chromebook

AC 아답터, 파워, 코드  /  MicroSD 카드 어댑터

제품 우측

오디오     Lock

DC전원/USB-C  HDMI  USB3.0   SD

제품 좌측

간편사용 설명서(Quick Start Guide) 및 보증서

간편사용 설명서

크롬북 시작하기. 첫 번째 사용 시, 크롬북에 어댑터를 연결해야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크롬북을 열거나 전원 버튼을 눌러 기기를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유선 또는 무선의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되며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 로그인 상자가 표시되면 Google 계정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Google 계정이 없다면, 화면 오른쪽 Google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이 필요 없는 손님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져 시작. 계정을 연결하면 Google 서비스에 자동으로 로그인 됩니다.

브라우져의 주소창에 웹사이트나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크롬 웹 스토어 / 구글 Play 스토어. Chrome 웹 스토어 ( chrome.google.com/

webstore ) 에서 다양한 웹 앱을, 그리고 Play 스토어에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생산성

도구 등 다양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로그아웃 / 종료.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알림창 내의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로그아웃하거나, 전원 심볼 "      " 을 눌러 기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하면 Chromebook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oin2.co.kr/blog

뒤로가기 새로고침 창전환 묵음 전원버튼

앞으로가기 전체화면 화면밝기

조절

소리

조절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B급 기기) :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명안정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배터리를 올바르게 교환하지 않으면 폭발위험이 있음. 사용한 전지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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