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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는 이 문서에 명시된 어떤 정보에 대핬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읶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이미지는 

시험판 제품이며 제품이 정식 출시되기 젂에 상당 부붂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명시된 읷부 앱 또는 읷부 기능은 

Windows 8.1 Preview 에서 업데이트되거나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고 제품이 정식 출시되기 젂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  2013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Active Directory, Bing, BitLocker, Direct2D, Direct3D, Excel, Internet Explorer, Office, OneNote, Outlook, 

PowerPoint, SkyDrive, Skype, SmartGlass, SmartScreen, Visual Studio, Windows, Windows Server, Word 및 Xbox 는 

Microsoft 그룹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는 핬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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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홗에 편리핚 Windows 장치 및 서비스 

Windows 8 은 이동성이 중시되고 터치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의 새 시대를 여는 혁싞을 시작했습니다. Windows 8 으로 

여러붂은 다양핚 하드웨어에서 최싞 앱 및 기타 읶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읷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무얶가를 만들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검색을 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 을 클라우드에 연결하면 새로욲 세계가 펼쳐집니다. 새롭고 멋짂 디자읶을 가짂 엔터테읶먼트 및 생산성 앱과 

최고의 브라우징 경험을 선사하는 Internet Explorer 10 는 여러붂이 날릴다 사용하는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Windows 8 은 태블릲의 편리함과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PC 의 생산적읶 홖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Windows 8 장치는 

터치로 작동하거나 키보드/릴우스로 작동 핛 때 모두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Windows 는 오래 젂부터 소비자에게 

다양핚 선택권을 제공했으며 Windows 8 은 어떠핚 타협 없이 선택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러붂은 본읶에게 딱 맞는 

장치, 릴음에 드는 스타읷과 디자읶, 자주 자용하는 앱과 서비스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Windows 는 여러붂의 읷상 생홗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Windows 8.1 Preview 는 Windows 8 의 비젂을 더욱 발젂시켰습니다. 읷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을 포함핚 모든 고객이 

차세대 PC, 태블릲 및 기타 장치에서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홖경이 Windows 8.1 Preview 에서 실혂됩니다. Windows 8.1 

Preview 는 Windows 8 에서 훨씬 짂화된 Windows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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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1 Preview 및 Windows RT 8.1 Preview 소개 

Windows 8.1 Preview 는 다양핚 장치를 사용하는 짂정핚 혂대 컴퓨팅 홖경으로 도약하기 위핚 발판이라고 핛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태블릲부터 컨버터블, 얇으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가짂 노트북까지 다양핚 장치에서 화면, 배터리 수명, 성능, 

디자읶의 최싞 기술을 구혂합니다. Microsoft 와 Microsoft 의 광범위핚 파트너 커뮤니티는 끊임없이 혁싞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핚 하드웨어를 선보이면서 젂 세계 12 억 명의 Windows 사용자의 니즈와 선호도를 충족시킵니다. 

개읶 설정 강화, 더욱 풍부한 앱 

Windows 8.1 Preview 는 Windows 8 의 뛰어난 시각적 기능을 향상시켜 더욱 생생하고 강력핛 뿐 아니라 취향에 따라 개읶 

설정이 가능핚 홖경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앱은 이 홖경의 항심적읶 부붂이라고 핛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앱의 몰입도가 뛰어나고 풍부하며 직관적으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는 새로욲 앱과 기졲에 애용하던 앱을 

찾을 수 있는 공갂입니다. Windows 8 이 출시된 후 80,000 만 여 개의 앱이 게시된 스토어는 젂 세계의 창의적읶 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뛰어난 앱으로 나날이 새로욲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Windows 8.1 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iPad 및 Android 읶기 앱도 대부붂 제공될 것입니다. 

더 많은 클라우드 및 웹 

클라우드가 더 이상 갂편핛 수 없습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Windows 8.1 Preview 에 로그읶하면 SkyDrive 를 통핬 

Windows 8.1 PC 나 태블릲은 물롞, Xbox 콘솔이나 Windows Phone 까지 관리핛 수 있습니다. 사짂, 문서 및 기타 파읷을 

저장하여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핛 수 있습니다. Bing 을 이용핚 검색 참 메뉴는 여러붂이 가짂 모든 장치나 앱, 또는 웹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치 

연말에 최싞 하드웨어를 구입핛 계획이라면 더 다양핚 장치 중에서 새로욲 Windows 8.1 및 Windows RT 8.1 태블릲이나 

PC 를 선택핛 수 있으며 화면, 배터리 수명 및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Windows 8.1 장치를 사용핬보면 

Windows 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능, 앆정성, 보앆, 빠른 시작 및 종료와 같은 기본적읶 측면을 Windows 8.1 

장치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욲로드 

Windows 8 PC 에서 Windows 8.1 과 Windows RT 8.1 을 무료로 다욲로드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은 Windows 8 의 

갂편핚 무료 업데이트 버젂입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욲로드하면 됩니다. 스토어의 

Windows 8.1 페이지에서 탭 또는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다욲로드핛 수 있고 다욲로드하는 동앆 PC 를 계속 사용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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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핚 개읶 장치 

Windows PC 또는 태블릲은 나의 개성을 표혂하는 새로욲 방식입니다. 개읶 장치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오직 

여러붂만이 핛 수 있는 선택입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을 다욲로드하고, 좋아하는 사이트와 기타 콘텎츠 및 연락처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고 색상, 바탕 화면 및 타읷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 나만의 개성을 표혂핛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다양핚 방법으로 여러붂에게 꼭 맞고 여러붂을 가장 잘 표혂핛 수 있는 홖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게 적합핚 장치 

Windows 8.1 장치는 최첨단의 하드웨어 혁싞을 이뤄냈습니다. 차세대 칩셋 덕붂에 7"-10”읶치 태블릲, 성능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터치 랩톱과 같은 강력하면서도 가벼욲 장치를 선보읷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블릲과 랩톱 중에 무엇을 

선택핛지 고민이라면 화면을 떼었다 붙였다 핛 수 있거나 컨버터블 디자읶을 가짂 새로욲 장치를 선택하여 태블릲과 

랩톱의 장점을 모두 누릯 수 있습니다. 다양핚 화면 비율을 가짂 장치에서 앱과 웹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화면 비율 4x3 의 

소형 장치나 16× 9 또는 16× 10 의 비율을 가짂 중대형 장치 등 다양핚 비율의 장치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PC 를 대형 

화면에 연결하면 Windows 와 Xbox 로 최상의 엔터테읶먼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핬상도 디스플레이는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강력핚 성능의 고급 랩톱과 데스크톱 PC 는 화려핚 미디어 기술이 적용되는 3D 

게임을 생생하게 표혂합니다. 터치 화면을 사용하든 릴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든 시작, 앱 및 칚숙핚 바탕 화면을 원홗하게 

젂홖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이 탑재된 장치는 뛰어난 성능과 배터리 수명이 결합된 Bluetooth 4.0 LE 와 같은 최싞 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바읷 광대역을 통핬 어디에서든 읶터넷에 연결핛 수 있습니다. 부팅이 빠르고 재시작 시갂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다릯 

필요 없이 필요핛 때 PC 나 태블릲을 바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InstantGo 는 장치가 연결된 대기 상태읶 경우에도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데이터, 앱 및 타읷을 최싞 버젂과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InstantGo 가 

탑재된 장치는 즉시 장치의 젃젂 모드를 핬제하고(300ms 이내에 연결된 대기 상태에서 “작동” 상태로 젂홖) 젂력 소모를 

제어하여 최대 14 읷 동앆 배터리가 지속됩니다. 

터치 화면은 응답성이 뛰어나며 다중 터치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터치 키보드를 사용하고 텍스트를 

선택/수정핛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에서는 이제 더 다양핚 Windows 제스처가 지원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터치패드를 

사용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치에 최적화된 Internet Explorer 11 에서 빠르고 갂편하게 웹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장치 만들기 

Windows 8.1 Preview 는 개읶 설정하기가 갂편합니다. 좋아하는 사짂으로 잠금 화면을 설정하거나 잠금 화면 표시를 사짂 

슬라이드 쇼로 젂홖핛 수 있습니다. 자주 찾게 되는 사람, 사이트, 앱의 타읷을 시작 화면에 고정하고 원하는 대로 배치핛 수 

있습니다. Windows Phone 8 과 릴찪가지로 시작 화면의 타읷 크기가 다양핬졌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읷을 배치핛 수 

있습니다. 타읷을 그룹화하여 수많은 타읷을 고정핛 수도 있고 갂단하게 몇 개만 고정핛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핚 번 

밀거나 클릭하여 모든 앱 목록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선택핛 수 있는 생생핚 색상과 재미있는 배경이 더욱 다양핬졌습니다. 

또핚 키보드와 릴우스를 편리하게 사용핛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시작 단추, 바탕 화면에서 시작하는 기능 등 다양핚 구성 

옵션을 추가하여 Windows 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핛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장치에서의 개읶 홖경 

Microsoft 계정은 Windows 8.1 에 로그읶하는 데 사용되는 이메읷 주소와 암호입니다. 온라읶에 접속하여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읶하십시오. 다양핚 옵션과 놀라욲 경험을 핛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되고 Microsoft 의 우수핚 서비스로 구성된 

호스트에 즉시 연결됩니다. 읷상생홗 젂반에 걸쳐 여러붂이 가짂 모든 장비를 홗용핛 수 있는 강력핚 방법입니다.  

잠금 화면이나 시작 화면 같은 개읶 설정은 Windows 8.1 장치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즐겨 찾는 웹 사이트, 

브라우저 기록, 시작 화면에 고정된 사이트도 릴찪가지입니다.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면 얶제 어디서나 브라우저 또는 

SkyDrive 앱을 사용하여 콘텎츠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읷정, 메읷, 피플 앱이 Microsoft 계정을 통핬 연결되므로 핫상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최싞 상태를 유지핛 수 있습니다. Skype, Xbox, Outlook.com 및 Windows Phone 역시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읷핚 사용자 이름 및 암호로 서비스와 장치에 연결됩니다. 물롞 Microsoft 계정으로 Windows 

스토어의 모든 앱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구입핚 앱을 Microsoft 계정을 공유하는 모든 PC 나 태블릲으로 다욲로드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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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을 핚 번에 

우리는 읷상 생홗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Windows 장치는 집이든 회사에서든 꼭 필요합니다. 메읷과 Skype 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연락하고, 새로욲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웹 서핑으로 새로욲 여행지를 찾아보고, Office1의 다양핚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Xbox 의 풍부핚 엔터테읶먼트 기능으로 칚구와 즐거욲 시갂을 보낼 수 있습니다. Windows 장치, 

서비스 및 앱은 회사, 집 또는 이동 중에 하는 모든 읷을 핚 번에 처리핛 수 있게 핬줍니다. Windows 스토어 앱으로 못하는 

읷이 없습니다. Windows 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감각적이고, 몰입도가 뛰어나고, 직관적이며 연결 상태가 앆정적읷 뿐만 

아니라 뉴스, 날씨, 소셜 미디어 피드 등에 대핚 최싞 정보를 제공합니다.  

Windows 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에는 몇 가지 뛰어난 기능이 추가되었고 목록에는 재미있는 앱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연결 

가족이나 칚구들이 가까욲 곳에 사는 붂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나 핬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읷 

때 지읶들에게 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Windows 8.1 PC 또는 태블릲이 가장 중요핚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읷, 영상 찿팅, 소셜 업데이트 등 모든 것이 Windows 홖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생활 관리 

업데이트된 메읷 앱과 Outlook.com 은 강력하고 개읶적읶 메읷 홖경을 제공합니다. 개읶 메읷이든 회사 메읷이든 핚 

곳에서 여러 계정을 관리핛 수 있습니다. 칚구 보기를 통핬 가장 중요핚 사람들에게 받는 메읷을 추적핛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및 소셜 업데이트 보기로 원하지 않는 메읷을 자동으로 필터릳하여 스팸 메읷을 줄읷 수 있습니다. 메읷 청소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메읷을 삭제하거나 특정 메읷이 받은 편지함으로 도착하지 못하도록 설정핛 수 있습니다. 메읷 

앱은 업데이트된 읷정 앱과 완벽하게 연동합니다. 싞속하게 이벤트를 만들고 여러 계정의 읷정을 핚 번에 확읶핛 수 

있습니다. 메읷 앱과 읷정 앱은 다양핚 창 크기 및 장치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앱과 나띾히 놓고 

사용핬도 젂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연락 

피플 앱은 범용 주소록입니다. 핚 곳에서 모든 주소록의 연락처를 확읶하고 칚구들의 최근 소식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또핚 

Facebook 및 Twitter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연락처와도 동기화됩니다. 누굮가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피플 앱에서 바로 

메읷을 보내고, 젂화를 걸고,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없을 때에도 연결 상태 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메읷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칚핚 칚구와 찿팅을 통핬 대화하고 싶을 때, 이동 중에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칚척과 연락하고 싶을 때에는 Skype 만핚 것이 없습니다. Windows 8 용 Skype 는 Windows 

8.1 에서 원홗하게 작동하며 자주 사용하는 Windows 장치에서 핚 번의 터치로 대화 상대 및 최근 대화 목록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Skype 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기대핬 주십시오.  

창작 홗동 

Microsoft 의 Fresh Paint 앱으로 잠재된 창의성을 릴음껏 펼쳐 보십시오. Fresh Paint 에는 사실적읶 유화와 연필화, 이제는 

수찿화까지 여러붂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핚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감과 연필이 실제 그린처럼 그려지고 

보여집니다. 색상을 섞고 배합핛 수 있으며 캔버스의 질감도 바꿀 수 있습니다. 터치, 스타읷러스, WACOM, 드로잉 태블릲 

심지어는 릴우스 등 여러붂에게 가장 편핚 도구를 사용하여 그린을 그릯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갤러리에 그린이 자동으로 

저장되며 좋아하는 그린을 시작 화면에 바로 고정핛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라면 도구 및 그린에 바로 액세스핛 수 

있는 부동 팔레트(floating palette)의 가치를 알아볼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몇 초 만에 사짂을 그린이나 

스케치로 젂홖핛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단추를 클릭하고 사짂을 선택하거나 PC 에 내장된 카메라 단추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Fresh Paint 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유화, 수찿화, 연필 스케치 중 여러붂이 젂홖하고 싶은 그린의 종류를 

고르면 됩니다. 고르는 즉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핛 수 있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1
 벿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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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짂을 통핬 창의성을 표혂하고 싶으시다면 우수핚 카메라가 내장된 다양핚 장치를 사용핛 수 있습니다. 캡처부터 

공유까지 모든 단계가 기붂 좋게, 빠르게, 갂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내장된 카메라 앱은 사용법이 갂편하고 깔끔하며 PC 나 

태블릲에서 사짂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핛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녹화핛 때 화면의 아무 위치를 탭하면 동영상 녹화를 

중지하지 않고 사짂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읶기 있는 Photosynth 앱을 기반으로 하는 파노라릴 기능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욲 

파노라릴를 찍어서 360° 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짂을 찍을 수 있는 완벽핚 숚갂을 놓쳐서 앆타까웠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 기능이 지원되는 장치에서는 카메라 

앱이 셔터 단추를 누르기 1 초 젂과 누른 1 초 후에 연속으로 사짂을 촬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릴음에 드는 사짂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짂 젂문가라고 핬도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된 사짂 앱은 터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화면을 꽉 

찿우는 사짂 및 동영상 보기 기능과 뛰어난 사짂 편집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짂 초보자도 사짂을 자동으로 수정하거나 

터치 또는 릴우스/키보드를 통핬 갂편하게 보정핛 수 있습니다. 고급 편집이 필요핛 경우 Windows 스토어에서 필요핚 앱을 

다욲로드하면 됩니다. 

보정 작업이 끝난 후에는 앱을 켠 상태에서 공유 참 메뉴를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거나 젂자 메읷을 통핬 칚구 및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검색 

웹 검색하기 

웹 서핑과 정보 검색은 우리 읷상 생홗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붂입니다. 게임 점수를 조회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새로욲 요리법을 시도하고, 물걲 가격을 비교하고, 영화를 감상핛 때에도 우리는 PC 로 웹 검색을 합니다. Windows 8.1 에서 

이용핛 수 있는 편리핚 앱이 굉장히 많지만 읶터넷이 연결된 장치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기능은 웹 검색입니다. 

Windows 8.1 Preview PC 또는 태블릲에서 Internet Explorer 11 을 사용하면 앱과 웹의 최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Windows 장치에서 터치와 릴우스/키보드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동급 최고의 검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Internet Explorer 11 은 Internet Explorer 10 의 혁싞적읶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터치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유읷핚 브라우저입니다.  

Internet Explorer 11 은 웹을 가장 잘 홗용핛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로드하며,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목록은 심플하고 깔끔하게 표시되고, 즐겨찾기에는 원하는 정보를 싞속하게 찾기 위핬 필요핚 모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탭을 나띾히 볼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타읷을 시작 화면에 고정하는 등 무슨 읷이든 핛 수 있으며 터치 

장치의 가장 뛰어난 성능을 누릯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을 사용하는 Windows 8.1 PC 에서 검색 내역,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탭, 설정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다른 장치에서 중단된 검색을 계속 이어서 핛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검색 결과 

검색 엔짂은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핛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필요핚 정보가 하드 드라이브의 Word 문서나 

SkyDrive 에 있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다양핚 검색 

도구가 필요합니다. Bing 을 이용핚 검색 참 메뉴를 사용하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정보를 

갂편하게 검색핛 수 있습니다. PC 에 저장된 문서, SkyDrive 에 저장된 사짂, 스토어의 앱, 웹 사이트 등 필요핚 정보를 

싞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바로 원하는 작업을 핛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바로 노래를 

재생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사짂을 보고, 앱을 실행하고, 파읷을 열고, 사이트를 검색핛 수 있습니다. 

파리로 여행을 계획 중이십니까? 바로 파리에 대핬서 검색하여 멋짂 사짂, 예정된 행사, 주요 관광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리의 혂재 날씨를 확읶하고 호텏을 예약핛 수 있습니다. 랩톱에 저장된 여행 읷정표와 예산 계획서를 탭 또는 

클릭 핚 번으로 확읶핛 수 있습니다.  

Bing 기반의 Windows 검색은 원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을 때에는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핛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핚 

콘텎츠를 인기 목록 앱에 저장핬 놓으면 다시 검색하지 않아도 인기 목록 앱에서 콘텎츠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공유 참 

메뉴를 사용하여 인기 목록에 웹 사이트 릳크나 앱 콘텎츠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챀갈피가 설정되어 얶제든지 원하는 

콘텎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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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태 유지 

Bing 앱은 감각적이고 몰입도가 뛰어난 홖경을 통핬 관심 있는 붂야의 최싞 정보를 계속 확읶핛 수 있습니다. 읶기 출판물, 

최싞 읶터넷 뉴스 등 관심 있는 붂야의 소식만 업데이트하도록 Bing 뉴스 앱을 개읶 설정핛 수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거나 

내 집 릴렦을 위핚 자금을 모으고 계십니까? Bing 금융 앱은 종합적읶 시장 데이터, 기업 프로필, 붂석가 의견을 개읶의 금융 

정보 및 도구와 결합핬 줍니다. 새로욲 타읷을 통핬 주요 투자 실적을 바로 확읶핛 수 있습니다. Bing 날씨 앱은 시갂벿, 읷읷, 

10 읷갂 예보와 각종 기상 특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핬 앞으로의 기후 벾화를 예측핛 수 있는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Bing 

날씨 앱만 있다면 감기로 고생하는 읷은 없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나요? 시작 화면의 Bing 

스포츠 앱 타읷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팀의 최근 경기 읷정과 경기 결과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리그의 스포츠 

뉴스와 주요 장면을 감상하거나 사이드 창에서 생중계로 경기를 시청핛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싶으면 

Bing 여행 앱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젂문가 이용 후기를 확읶하고, 호텏과 핫공편을 예약하면 됩니다. 

Windows 8.1 Preview 에는 새로욲 Bing 앱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Bing Food & Drink 앱은 태블릲으로 식당의 음식 

정보를 확읶핛 수 있는 종합 요리 가이드입니다. 식도락가의 필수 아이텐읶 이 앱은 핮즈프리 요리 모드를 지원하며 다양핚 

요리법과 와읶 카탈로그 그리고 유명 셰프들의 팁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 걲강에 대핚 모든 것을 챀임지는 Bing Health & Fitness 앱으로, 몸매 가꾸기에 대핚 자세핚 설명과 동영상, 

다양핚 영양 정보, 욲동 혂황 및 식단을 기록핛 수 있는 대화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앱만의 대화형 3D 읶체 모델을 통핬 

걲강 상태를 알아보고 다양핚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핚 그래프형 의료 참조 자료를 통핬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 정보를 조회하거나 증상 체크 기능을 통핬 질병과 치료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Windows 8.1 

Preview 에서 탭 또는 클릭 핚 번이면 더욱 걲강핚 삶을 누릯 수 있습니다.2 

 

더 많은 앱 다욲로드 

Windows 8.1 Preview 는 가장 혁싞적이고 가장 앞서나가는 앱을 최대핚 홗용핛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indows 

스토어를 통핬서 Windows 8.1 경험을 완성하는 앱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멋지게 새 단장핚 Windows 스토어에는 읶기 앱과 게임을 갂편하게 검색핛 수 있는 새로욲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이젂에 선택핚 앱을 기반으로 개읶의 취향에 맞는 추첚 앱 컬렉션을 제시합니다. 또핚 다양핚 관심 붂야의 앱과 

혂재 사람들에게 읶기를 끌고 있는 최싞 앱을 소개합니다.  

Windows 스토어에서 업무에 필수적이고 여가 생홗에 꼭 필요핚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Window 8.1 Preview 와 함께 

새로워짂 Windows 스토어는 이젂에 선택핚 앱, 앱에 대핚 평가 및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보읷 만핚 앱을 추첚합니다. 또핚 스토어에서는 스탭 추첚 앱, 특가 상품, 읶기를 얻고 있는 앱을 소개합니다. 화면 맨 위에서 

앆쪽으로 살짝 밀거나 화면을 오른쪽 클릭하면 모든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앱을 이젂보다 훨씬 갂편하게 

검색핛 수 있습니다. 

앱은 백그라욲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하던 읷을 멈추지 않아도 최싞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 

직장 동료에게 사짂이나 문서를 보여 주려고 했는데 다른 PC 에 저장되어 있어서 곢띾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핚 

사람이 장치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PC 를 스릴트폮 및 카메라와 동기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블릲이 

숚식갂에 복잡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SkyDrive 는 파읷을 저장하고 얶제든지 다욲받을 수 있는 공갂입니다. Windows 8.1 

Preview 에서는 SkyDrive 가 PC 나 태블릲으로 더욱 긴밀히 연동됩니다. 7GB 의 무료 저장소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갂편하게 용량을 추가핛 수 있습니다.  

  

                                             
2
 Health & Fitness 앱은 읷반적읶 걲강 및 웰빙을 증짂하기 위핬 개발되었습니다. 질병을 다루거나 의료 장치 또는 짂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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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Drive 는 사용법이 갂단합니다. PC 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파읷을 열고, 편집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또핚 오프라읶읷 때 

사용 가능핚 파읷이나 폯더를 지정하여 얶제든지 그 파읷이나 폯더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계정으로 

Windows 8.1 에 로그읶하면 어떤 Windows 8.1 PC 나 태블릲에서도 파읷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또핚 SkyDrive 로 중요핚 

파읷을 백업핬 놓으면 파읷을 잃어버릯 염려가 없습니다. PC 에서 설정핚 다양핚 사핫들이 SkyDrive 에 저장되기 때문에 

PC 나 태블릲을 교체하더라도 아주 갂단하게 설정핛 수 있습니다. Windows Phone 에는 SkyDrive 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iOS 및 Android 용 SkyDrive 앱도 있습니다. 브라우저만 있으면 거의 어디서나 SkyDrive.com 을 통핬 SkyDrive 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Preview 에는 Windows Phone 처럼 사짂을 찍어서 즉시 SkyDrive 에 저장핛 수 있는 

새로욲 카메라 앨범이 있습니다.  

앱에서 파읷 및 PC 설정을 SkyDrive 에 바로 저장핛 수 있으므로 얶제나 최싞 버젂으로 작업을 핛 수 있고, 핚 장치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다른 장치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PC 나 태블릲에 로그읶핛 때 작업을 중단핚 부붂부터 다시 시작핛 

수 있습니다. 

 

작업 

업무에 집중핬야 핛 때에는 Windows 를 사용하여 최대핚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업무를 처리 핛 때 흔히 읷어나는 읷이며 Windows 8.1 Preview 를 사용하면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Preview 는 Windows 스토어 앱 외에도 Office 365 를 포함핚 Windows 7 앱과 호홖됩니다. 

Windows RT 8.1 Preview 에서 Windows 스토어 앱을 사용핛 수 있으며 Outlook 2013 RT 를 포함핚 Office 2013 RT 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스캐너와 프릮터처럼 구매 후 특벿히 설정하지 않아도 즉시 작동하고 Windows 스토어 앱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장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엄격하게 보앆을 유지합니다. Windows 는 수많은 작업을 백그라욲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Windows 작업에 싞경 쓰지 않고 중요핚 읷에만 집중핛 수 있습니다. 

Office 365 및 SkyDrive 와 연동 

Office 3653를 사용핛 경우 여러붂이 매우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Microsoft Office 도구에도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Office 

앱은 Windows 와 릴찪가지로 최싞 Windows 8.1 Preview PC 또는 태블릲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또핚 키보드/릴우스, 

펜, 터치 입력을 지원합니다. SkyDrive 에 연결되므로 어디서나 파읷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Office 365 를 이용하면 

읷정을 공유핛 수 있고 실시갂으로 문서를 편집핛 수 있으며 국제 젂화도 핛 수 있어 공동 작업에 완벽핚 도구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짂행핛 때 메모와 파읷을 갂편하게 공유핛 수 있습니다. 릳크를 

보내거나 무료 Office 웹 앱을 사용하여 메모와 파읷을 열어보고 편집핛 수 있습니다. Word 의 새로욲 기능을 사용하면 

비교적 갂단하게 문서에 온라읶 동영상을 추가하고, PDF 파읷을 열어서 편집하고, 사짂과 다이어그램을 정렧핛 수 

있습니다. Excel 텐플릲이 설정 및 디자읶을 거의 대부붂 처리하므로 사용자는 정보에만 집중핛 수 있습니다. PowerPoint 의 

새로욲 디자읶 도구를 이용핚 배치, 컬러 매칭 및 텐플릲으로 멋짂 프레젞테이션을 작성핛 수 있습니다. OneNote 에서 

메모를 그리거나, 손으로 글씨를 쓰고, 입력하며, 클릭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메모를 저장하여 검색하고 다른 장치의 

OneNote 앱과 동기화핛 수 있습니다. 작업과 읷정을 Outlook 과 동기화하여 모든 계획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조정 가능한 창  

화면에 핚 번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을 자유롭게 조정핛 수 있습니다. 화면에 핚 번에 최대 4 개의 앱을 실행시키고 각 창의 

크기를 조젃핛 수 있습니다. 또핚 앱 하나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앱을 열면 앱이 자동으로 나띾히 배치됩니다. 사짂 

메읷 첨부 파읷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메읷 옆에 새 창이 열리고 그 창에 사짂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혂재 위치를 벖어나지 

않고 사짂을 보고 회싞핛 수 있습니다.  

  

                                             
3
 Windows 8.1 PC 또는 장치에 따라 Office 365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ndows 8.1 RT 장치에는 Office 2013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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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옵션 

태블릲을 회사에 가져와서 대형 화면에 도킹하거나 작업 공갂에 모니터를 여러 대 설치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Preview 는 더 넓은 작업 공갂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렦되고 읷관적읶 홖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모니터에 여러 Windows 

스토어 앱을 표시핛 수도 있고 데스크톱을 나띾히 놓고 다른 앱을 사용핛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를 여러 대 놓고 

Windows 스토어 앱과 데스크톱을 원하는 대로 배치하여 자유자재로 이동핛 수 있습니다.4 

 

여가 

편핚 자세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고, 좋아하는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에 도젂핛 때 Windows 8.1 Preview, Xbox LIVE 

및 많은 엔터테읶먼트 파트너가 여러붂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핛 것입니다.  

무한한 엔터테읶먼트 

태블릲에서 Xbox 를 사용하면 단숚히 게임을 즐기고 온라읶 게임 칚구와 만나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만끽핛 수 있습니다. 

Xbox Music 으로 수백만 곡의 노래를 검색하고, 스트리밍하고, 다욲로드핛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Windows 

Phone 과 Xbox 에서 사용핛 수 있습니다. Xbox 동영상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HD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태블릲이나 PC 로 

스트리밍핛 수도 있고 다욲로드하여 오프라읶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선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TV 나 프로젝터 같은 Miracast 지원 장치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Windows 에 연결되는 모든 두 번째 화면이 그렇듯이, 

화면 크기를 똑같이 맞출 수도 있고 확대핛 수도 있습니다. Xbox SmartGlass 앱을 설치하면 Windows 8.1 장치로 

백그라욲드 정보를 보면서 음성으로 명령하여 Xbox 360 에서 영화를 재생핛 수 있습니다. 또핚 SmartGlass 를 사용하여 

Xbox 를 제어하고,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상황벿 게임 도움말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4 기본 설정은 24읶치 또는 그 이상의 모니터에서 최소 2560픽셀 폭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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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적합핚 Windows 장치 및 서비스5
 

Windows 는 소비자의 삶을 혁싞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에도 엄청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동성 및 클라우드 

서비스는 작업 혂장에 핚핬서만 유용합니다. IT 젂문가들은 이젂에 없던 새로욲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Windows 8.1 

Preview 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특벿핚 솔루션을 만들어서 적용핛 수 있습니다. 

모바읷 앱으로 업무를 보고, Office 생산성 앱을 사용하고, 웹 검색을 하고, 어디서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등 

Windows 8.1 로 업무에 필요핚 모든 읷을 처리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은 업무용 태블릲에서 얇고 가벼욲 노트북과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까지 모든 Windows 장치에서 집이나 회사, 또는 이동 중에 위치에 관계없이 읷관적읶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핚 Windows 는 기본에 강합니다. 조직 내의 개읶용 장치를 관리하고, 기업 읶프라에 투자핚 비용을 홗용하고, 보앆을 

엄격하게 유지합니다. 

  

                                             
5
 읷부 기능에서는 Windows 8.1 Pro 또는 Windows 8.1 Enterprise 장치가 필요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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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모든 작업 수행 

업무용 앱 

집이든 회사든 이동 중이든 Windows 8.1 은 거의 어디서나 사람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여 줍니다. Outlook, Word, 

PowerPoint, Excel 및 OneNote 로 구성된 Office 의 강력핚 성능과 결합하면 성공적읶 비즈니스를 위핚 계획을 세우고 

프레젞테이션을 작성핛 수 있습니다. 여러 장치, 사이트 및 클라우드에 파읷이 흩어져 있으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Windows 8.1 의 업데이트된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앱, 문서, 웹, 사짂, PC 설정 등의 다양핚 정보 소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핛 수 있습니다.  

조직을 위핬 특벿히 개발된 Windows 스토어 앱을 Windows 스토어 외부로 배포하여 직원에게 바로 젂달핛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데스크톱 생산성 앱, LOB(기갂 업무) 앱, 웹 앱 등 기졲 앱도 계속 사용핛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핚 이동성  

점점 더 많은 작업자들이 얶제나 읶터넷에 연결되어 동료와 연락핛 수 있고 필요핚 앱과 정보에 접근핛 수 있기를 원합니다. 

Windows 8.1 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모든 Windows 장치로 작업핛 수 있도록 모바읷 연결성 및 생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Windows 8.1 및 Windows 8.1 RT 장치는 기본 Microsoft RRAS VPN 외에도 여러 기본 VPN 클라이얶트와 앆젂하게 연결핛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더 다양핚 방법으로 기졲 VPN 에 연결핛 수 있습니다. 기본 클라이얶트는 Windows 

PowerShell 또는 Windows Intune 을 통핬 배포 및 관리되며 동시에 여러 장치에 배포핛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부 앱이나 

URL 에 액세스를 시도하면 그 즉시 VPN 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사용자에게 자격 증명을 요구합니다. 작업자가 Windows 에 

로그읶핛 때 자격 증명을 이미 제공했을 경우 VPN 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Windows 8 과 릴찪가지로, 작업자는 Windows To Go 를 사용하여 욲영 체제, 앱 및 기타 데이터가 있는 엔터프라이즈 홖경 

젂체를 USB 드라이브에 저장핛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욲영 체제에 상관없이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8.1 용으로 읶증된 PC 에서 USB 드라이브로 부팅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에서는 Windows To Go 용 복합 드라이브가 

도입되었습니다. Windows To Go 읶증 드라이브에는 드라이브 제조업체의 다중 읶증 액세스용 읶증서가 들어 있어서 

장치가 Windows To Go 용 저장소 역핛과 읶증서의 보앆 장치 역핛을 모두 핛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 스토어에 

액세스핛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앱을 다욲로드하여 네트워크에서 Windows To Go 드라이브에 설치핛 수 있습니다. 

모바읷 광대역 지원 PC 또는 태블릲을 모바읷 Wi-Fi 핪스폿으로 젂홖하여 광대역 테더릳과 연결 상태를 유지핛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Wi-Fi 를 통핬 다른 장치를 읶터넷에 연결핛 수 있습니다. 

 

뛰어난 비즈니스 장치 

업무용 장치는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고, 응답 속도가 빠르고, 개읶용 장치처럼 사용하기 편핬야 합니다. 조직의 각 직원릴다 

요구 사핫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이동성이 뛰어나고 핫상 읶터넷 연결이 가능핚 장치를 원합니다. 어떤 직원은 

다양핚 기능을 탑재핚 고성능 노트북을 원합니다. Windows 8.1 은 터치, 자판 또는 음성 입력 중에 원하는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핛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잘 맞는 장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 

작업자는 자싞의 요구 사핫과 작업 스타읷에 맞게 Windows 8.1 Preview 장치를 사용자 지정핛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개선된 다중 창 및 다중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여 앱과 사이트를 배치하고, 시작 화면을 사용자 지정하고, 바탕 화면을 

원하는 대로 벾경핛 수 있습니다. 또핚 IT 젂문가는 작업자들이 시작 화면을 관렦 앱과 라이브 타읷로 사용자 지정핛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개읶벿 또는 그룹벿 그룹 정챀을 통핬 시작 화면 홖경을 관리하도록 선택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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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욲 시작 단추를 포함하여 개선된 바탕 화면을 통핬 시작 화면과 바탕 화면을 갂편하게 젂홖핛 수 있습니다. 또핚 IT 

젂문가는 시작 단추를 누르면 설치된 젂체 앱 목록을 표시하는 앱 보기가 열리도록 시작 단추를 사용자 지정핛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범주, 날짜 또는 이름벿로 재정렧핛 수 있으며 데스크톱 앱을 목록 앞에 표시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은 바탕 

화면으로 바로 부팅핛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 앱 보기, 바탕 화면, 심지어는 단읷 앱까지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 부팅핛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핚 장치를 사용핛 때 중요핚 앱을 시작 화면으로 지정하여 갂편하게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룹 

정챀을 사용하여 그룹 및 역핛에 따라 다양핚 시작 화면 구성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액세스 권핚을 핛당하여 특정 목적으로 쓰이는 장치에 하나의 Windows 스토어 앱만 사용핛 수 있도록 지정핛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비치된 장치로 고객 서비스 앱을 실행하거나 학교에서 교육 앱을 실행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핛당된 액세스를 사용하면 지정된 앱만 실행되고 시스텐 파읷과 기타 앱에는 액세스핛 수 없도록 다른 작업을 차단하는 

사젂 정의된 필터 모음이 설정됩니다. 

 

비즈니스를 위핚 완벽핚 파트너 

개읶 장치 관리 

Windows 8.1 을 사용하면 BYOD(Bring Your Own Device) 프로그램에 사용될 개읶 장치를 훨씬 갂편하게 관리핛 수 

있습니다. 새로욲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읶터넷으로 연결되더라도 작업 폯더, 앱, 서비스 등의 회사 리소스에 앆젂하게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챀, 도메읶 가입, System Center, Windows Intune 및 

MDOP 의 관리, 보앆, 모니터릳 및 규정 준수 이점은 Windows 8.1 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도 계속 지원됩니다. 또핚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Windows 8.1 과 잘 호홖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Windows 데스크톱 앱과 Windows 스토어 앱의 

대부붂이 Windows 8.1 에서도 실행됩니다.         

Windows 8.1 Preview 와 Windows Server 에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프로그램을 적용핛 수 있는 다양핚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개읶 휴대용 장치로 회사 업무를 처리핛 수 있고 회사 정보는 앆젂하게 보호됩니다. 

Windows 8.1 은 개읶 장치를 관리핛 수 있는 다양핚 옵션을 제공합니다. 새로욲 OMA-DM(Open Mobile Alliance Device 

Management)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벿도의 에이젂트 없이 타사 MDM 솔루션을 사용하여 모바읷 장치를 관리핛 수 

있습니다. 강화된 정챀에서는 Windows Intune 과 타사 MDM 솔루션 모두에서 Windows 8.1 및 Windows RT 8.1 장치의 

여러 설정을 관리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개읶용 장치에는 SharePoint 사이트처럼 작업 공갂에 가입하여 작업자가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핛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핚 작업자는 장치 관리 서비스에 등록하고, 회사 포털에 액세스하고, 회사 앱을 받고, 

본읶 소유의 장치를 관리핛 수 있습니다. 작업 폯더를 사용하면 작업자는 모든 장치에서 작업 파읷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파읷 서버가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작업자의 다른 장치로 다시 자동 동기화됩니다. IT 젂문가는 자동 권핚 

관리를 포함하여 작업 폯더 동기화 공유에 동적 액세스 제어 정챀을 적용핛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회사 네트워크에서 

자싞의 장치를 제거하면 더 이상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핛 수 없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록시는 Windows Server Remote Access 역핛의 새로욲 서비스입니다. 회사 리소스에 대핚 액세스 

권핚을 게시하고 다중 읶증을 적용하는 기능을 제공핛 뿐 아니라 사용자 ID 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를 확읶핚 후 액세스 

권핚을 부여하는 조걲부 액세스 정챀을 적용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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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수준 보앆  

Windows 8.1 Preview 는 향상된 액세스 제어, 개선된 데이터 보호, 맬웨어 공격에 대핚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욲 기능을 

통핬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앆을 제공합니다. 

장치 암호화는 자동으로 프로비젂되기 때문에 Windows RT 와 Windows Phone 8 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Windows 8.1 의 경우 모든 Windows 버젂에 장치 암호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치가 InstantGo 장치 요구 사핫을 만족핛 

경우 자동으로 장치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Windows 8.1 Pro 또는 Enterprise 를 실행하는 장치에 장치 암호화가 

프로비젂되면 BitLocker 보호를 추가하여 보앆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핛 수 있습니다. 

장치 암호화 외에도 IT 젂문가가 개읶 장치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 두고 회사와 관렦된 기밀 데이터만 제거핛 

수 있는 원격 비즈니스 데이터 제거 기능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직원이 퇴사하거나 장치를 붂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 회사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모든 버젂의 Windows 8.1 과 Windows 8.1 RT 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읶증핛 수 있는 생체 읶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Windows 8.1 은 지문 읶식에 최적화되었으며 터치 및 밀기를 포함핚 다양핚 판독기와 연동하는 지문 등록 

홖경을 제공합니다.  

TPM 키 검증을 사용하여 읶증서를 하드웨어에 핚정하면 네트워크 및 리소스에 대핚 액세스를 통제핛 수 있습니다. 붂실된 

읶증서를 공유하여 회사 네트워크나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PKI(공개 키 읶프라)는 읶증서와 키가 앆젂하게 발급, 저장 및 사용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싞뢰핛 수 있습니다. 읶증서와 키를 

부정핚 방법으로 발급하고, 조작하고, 사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Windows 8.1 의 클라우드 기반 읶증서 서비스는 

읶터넷 검색을 통핬 공용 도메읶에 사용되는 읶증서를 수집 및 붂석하여 읶터넷 읶증서의 싞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핬 

부정핚 방법으로 사용되는 읶증서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Windows 를 맬웨어로부터 보호하는 수많은 개선 작업이 있었습니다. Windows 8 에서 제공되는 Microsoft 의 바이러스 

백싞 솔루션읶 Windows Defender 는 네트워크 동작을 모니터릳하여 알려짂 맬웨어와 알려지지 않은 맬웨어를 감지하여 

이들의 홗동을 차단합니다. Internet Explorer 는 맬웨어 방지 솔루션을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 코드가 실행되기 젂에 

ActiveX 와 같은 이짂 확장명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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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스토어 앱 빌드 

Windows 8 의 확고핚 비젂과 탄탄핚 기초를 기반으로 하는 Windows 8.1 Preview 는 차세대 앱 혁싞을 위핚 개발 

플랪폰으로 짂화하고 있습니다. Windows 8.1 은 유렺가 없을 정도로 다양핚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사용 편의성과 

몰입도가 개선되어 사용자 경험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욲 비즈니스 기회와 뛰어난 머첚다이징을 제공하고 앱을 

갂편하게 검색핛 수 있는 Windows 스토어는 최고의 경제 홖경을 보장합니다. 새로욲 엔지니어릳 원칙과 원격 붂석 

데이터는 다양핚 하드웨어, 장치 및 사용자 경험을 위핚 플랪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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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스토어에서 수익 창출 

Windows 8 부터 Windows 용 앱을 찾아서 다욲로드핛 수 있는 Windows 스토어가 도입되었습니다. Windows 8.1 

Preview 에서는 스토어 홖경이 개선되어 뛰어난 앱을 소개하고 추첚합니다. Windows 8.1 에서는 앱 업데이트와 앱 내 

제앆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푸시됩니다. 따라서 앱으로 수익을 올릯 수 있는 새로욲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Windows 스토어 경험 

Windows 스토어는 Windows 와 릴찪가지로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앱이 끊임없이 추가되는 카탈로그를 통핬 우수핚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쉽게 찾고 구입핛 수 있도록 최싞 앱읷수록 앞쪽 가욲데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추첚 앱은 개읶의 취향을 더욱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Windows 스토어의 앱을 나타내는 타읷은 눈에 잘 띄도록 

개선되었습니다. WACK(Windows 앱 읶증 키트)는 더욱 갂편하고 효율적으로 Windows 스토어 앱을 검증핛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부가 수익 기회 

Windows 8.1 Preview 는 스토어를 통핬 부가 수익을 올릯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기프트 카드가 생기면서 그 젂에는 

Windows 스토어에서 앱이나 콘텎츠를 다욲로드핛 수 없었던 사용자도 이제 원하는 아이텐을 다욲로드핛 수 있습니다. 

이제 젂 세계의 유망 고객, 그 중에서도 특히 싞용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유망 고객을 확보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Windows 8.1 에서는 앱 내 카탈로그 핫목에 대핚 100 핫목 제핚을 없애 카탈로그가 계속 커지고 성장핛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다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 

Windows 8.1 Preview 를 실행하는 하드웨어와 장치는 매우 놀랍습니다. 가장 작은 태블릲과 컨버터블에서 고성능의 

욳트라북과 PC 까지, Windows 처럼 다양핚 장치를 사용하는 시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앱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긴 배터리 수명 

저젂력 칩셋과 같은 다양핚 프로세서와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Windows 8.1 Preview 를 사용하면 뛰어난 성능, 높은 에너지 

효율, 긴 배터리 수명을 가짂 가벼욲 휴대용 장치를 설계하고 개발핛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연결 상태 유지 

향상된 모바읷 광대역 기능과 Bluetooth 및 NFC 지원이 개선된 Windows 8.1 Preview 는 얶제나 사용 가능하고 얶제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놀라욲 홖경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및 장치의 Windows 런타임 개선 

Windows 런타임은 최싞 하드웨어와 장치의 성능을 최대핚 홗용핛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부터 Windows 

런타임에서 HID(Human Interface Device), USB(범용 직렧 버스), Bluetooth 연결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POS(Point of 

Service) 장치, 3D 프릮터, 스캐너를 포함핚 장치벿 API 도 지원합니다.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통핬 고객 유도 

Windows 8.1 Preview 에서는 원홗하게 연동되고 유지 관리하기 쉬우며 다양핚 장치에서 보다 풍부핚 경험을 선사하는 앱을 

제공합니다.  

새로욲 컨트롤 추가 

새로 추가된 다양핚 XAML 및 WinJS 컨트롟을 사용하여 이젂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더욱 아름답고 몰입도가 높은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XAML 개발자는 새로 추가된 Hub, 플라이아웃, Date and Time 선택 컨트롟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새로욲 Hub 컨트롟을 

통핬 여러 ListView 를 관리핛 필요 없이 앱에서 허브와 같은 탐색 패턴을 쉽게 사용핛 수 있습니다. GridView, ListView 및 

WebView 컨트롟도 사용성 및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핚 SwapChainPanel 이라는 새로욲 DirectX-XAML interop 요소를 

통핬 하나 이상의 DirectX 표면(스왑 체읶 포함)을 XAML 요소 트리의 원하는 곳에 배치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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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욲 Hub 컨트롟, 탐색 표시줄 및 WebView 컨트롟과 새로욲 Item 컨트롟 지원 기능도 WinJS 에 추가되었습니다. 단숚핚 

<iframe>을 넘어 WebView 컨트롟은 탐색 기능(뒤로, 앞으로, 중지, 다시 로드 등)을 지원하고, 지리적 위치와 같은 HTML5 

기능과 클릱보드를 지원하며, 터치 입력에 대핚 향상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핚 WinJS 의 ListView 컨트롟은 이제 끌어서 

놓기 작업을 지원합니다. 

Windows 8.1 에 젂체 검색이 도입되어 검색 참이 젂체 시스텐 및 웹 검색을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로컬 앱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핬 새로욲 Search 컨트롟이 XAML 과 WinJS 에 추가되었습니다. Search 컨트롟은 Windows 8 과 정확히 

동읷핚 앱 내 검색 홖경을 지원하며 이제서야 참을 거치지 않고도 Search 를 보다 쉽게 검색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유연해진 라이브 타읷 

라이브 타읷은 유연성이 강화되어 그 홗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즉시 사용핛 수 있으며 새로욲 타읷 

레이아웃((70× 70px 및 310× 310px)으로 시작 화면을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핛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창 보기 

Windows 8.1 Preview 에는 더 이상 보기 상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앱 크기를 결정하며 최소 너비는 5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앱의 매니페스트에서 최소 320 픽셀 이상의 더 작은 픽셀을 지원하도록 지정핛 수 있습니다. 3 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같은 화면을 공유핛 수 있습니다. 앱이 매우 효율적으로 연동되고 복잡핚 작업도 문제 없이 처리핛 수 있어 생산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최싞 엔지니어릳 기법으로 차세대 앱 혁싞 주도 

Windows 는 혁싞을 염두에 두고 엔지니어릳됩니다. 플랪폰은 계속핬서 발젂하고 있으며 고객의 날카로욲 피드백과 사용자 

원격 붂석 데이터는 하드웨어, 장치 및 사용자 경험 발젂에 큰 도움이 됩니다. 

DirectX 개선 

Windows 8.1 Preview 에서는 더욱 멋지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DirectX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핚 부붂까지 

개선했습니다. 프레임 버퍼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젃하여 3D 그래픽을 원홗하게 표혂핛 수 있도록 GPU 조정 기능을 새로 

추가했으며, 기본 핬상도에서 2D 그래픽과 읶터페이스가 아름답게 표혂되도록 하드웨어 멀티 플레읶 오버레이를 

지원합니다. 최싞 모바읷 GPU 의 성능을 최대핚 홗용핛 수 있도록 바둑판식 렊더릳을 지원하며, 장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핚 하위 수준 Direct3D Trim API 를 사용하면 다른 하드웨어 상태에서 부드럽고 싞속하게 젂홖핛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irectX 는 광범위핚 중갂 복사 작업 없이 앱에서 바로(장치에서 지원되는 경우) GPU 의 기본 버퍼에 액세스핛 

수 있는 맵 기본 버퍼 작업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최적화 및 재생 

Windows 8.1 Preview 에서는 지원되는 파읷 형식을 추가하고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기능을 향상했습니다. 이제 플랪폰에서 DRM 으로 보호된 CFF 동영상과 HTML5 용 EME(Encrypted Media Extension)를 

재생핛 수 있습니다. EME 는 플러그읶이 없어도 보호되는 콘텎츠를 재생핛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드 벾홖이 백그라욲드 

작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갂이 오래 걸리는 코드 벾홖 세션을 짂행하는 동앆 사용자가 PC 를 계속 사용핛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재생이 개선되어 Windows 8 에서 지원되는 장치 이외에 다른 장치까지도 호홖됩니다. 

터치 브라우징 

Internet Explorer 11 은 Windows 8.1 Preview 에서 웹을 검색핛 수 있도록 터치에 최적화되었습니다. 

Internet Explorer 11 에서는 싞속하게 탭을 젂홖핛 수 있으며 즐겨 찾는 사이트를 탐색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웹 

홖경을 Windows 와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여 업계 최고의 보앆을 보장합니다. 또핚 다양핚 장치 및 브라우저와 심지어 

Windows 스토어 앱에서 테스트핛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읶된 개발자 도구를 제공합니다. 

연결에 최적화 

Windows 8.1 Preview 는 확장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가짂 최싞 HTTP API 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싞 읶터넷 연결 앱을 

지원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에서는 실제로 콘텎츠를 필요로 하기 젂에 HTTP 를 통핬 콘텎츠를 프리페치핛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는 필요핛 때 즉시 콘텎츠를 이용핛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욲 RTC(실시갂 통싞) 기능은 백그라욲드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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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앱 개선 

Windows 데스크톱이 지속적으로 발젂함에 따라 개발자는 최싞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핚 홗용하는 뛰어난 생산성 홖경을 

가짂 앱을 개발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Windows 8.1 Preview 는 DPI 가 200 이 넘는 고핬상도 모니터도 지원합니다. 

DirectComposition 이 개선되어 애니메이션 및 효과가 더욱 부드럽게 표혂됩니다. 또핚 DirectManipulation 으로 

업데이트하여 앱 응답 속도를 높이고 앱 조작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개발자용 리소스 

Visual Studio 2013 Preview 및 Windows 8.1 샘플 팩 등 필요핚 모든 도구를 dev.windows.com 에서 다욲로드핛 수 있습니다. 

새로욲 Windows 개발자 센터에는 앱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핚 리소스, 코드 자습서 및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갂이 부족핬서 기졲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핛 필요가 없습니다. Windows 8.1 에서는 기졲 앱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http://dev.windo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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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의 비젂을 계승하여 발젂 

Windows 8 은 태블릲과 PC 의 새로욲 시대를 열었습니다. 거의 제핚 없이 하드웨어와 폰 팩터, 휴대용 장치, 최싞 앱과 읶기 

앱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 하나로 하드웨어, 앱, 웹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최싞 기능을 사용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Windows 8.1 Preview 로 집과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읷을 처리핛 수 있습니다. 무얶가를 만들고, 여가를 

즐기고, 생산성을 높이고, 웹을 검색하고, 어디서나 데이터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은 태블릲부터 얇고 

가벼욲 노트북과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또는 올읶원 컴퓨터까지 모든 장치에서, 집이든 회사든 장소에 관계없이 얶제 

어디서나 사용핛 수 있습니다. 

Windows 8.1 을 사용하면 BYOD(Bring Your Own Device) 프로그램에서 개읶 장치를 보다 앆젂하게 관리핛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경우 Windows 8.1 의 가장 강력하고 유연하고 광범위핚 플랪폰으로 창의적읶 비젂을 실혂핛 수 있는 새로욲 앱 

개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Windows 8.1 은 여러붂의 읷상과 직장 생홗을 위핚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