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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Latitude ON™ Flash 잦은 질문 

 
1. 모든 Dell™ 컴퓨터가 Latitude ON™ Flash를 지원합니까? 

 

아니요. Latitude ON Flash는 현재 다음 Dell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Dell Latitude E4200 

• Dell Latitude E4300 

  참고:  Latitude ON Flash는 Latitude ON이 미리 구성되어 있거나 Latitude ON 사용 가능 옵션이 있는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Dell™ Latitude ON™ Flash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까? 

 

예. Latitude ON Flash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Dell 

Support 웹 사이트 http://support.dell.com 에서 Latitude ON Flash Imaging Utility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3.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외부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Latitude ON 모드에 있을 때 USB(마우스, 키보드 및 저장소), SD 및 오디오(마이크와 헤드폰)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포트는 Latitude ON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 또는 USB 저장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외부 USB 장치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내부 하드 드라이브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5.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원격 구성할 수 있습니까? 

 

예.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원격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ell Support 

웹 사이트 http://support.dell.com 에 있는 Dell™ Latitude ON™ Flash 도움말에서 원격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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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titude ON 모드에서 연장된 배터리 수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배터리 수명은 시스템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Latitude ON Flash는 운영 체제와 같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고,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사용하지 않는 장치는 끄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려면 월간 가입비를 내야 합니까? 

 

아니요. Latitude ON Flash 사용에는 월간 가입비가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 비용만 냅니다. 

  참고: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무선 핫스폿을 통해 전자 메일과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8. Latitude ON 모드에서 암호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Latitude ON Flash는 초기 설정 과정 중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ell Support 

웹 사이트 http://support.dell.com 에 있는 Dell™ Latitude ON™ Flash 도움말에서 Dell™ Latitude 

ON™ Flash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9. 데이터 보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를 암호화합니까? 

 

Latitude ON Flash 모듈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WiFi/응용 프로그램 암호 및 브라우저 

인증서는 암호화됩니다.  

 

10. Latitude ON Flash는 가상 사설망(VPN) 액세스를 지원합니까? 

 

현재 Latitude ON Flash는 VPN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1. Latitude ON Flash에서 지문 판독기 또는 비접촉식 카드 판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Latitude ON Flash는 지문 판독기나 비접촉식 카드 판독기와 같은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2. Microsoft Exchange와 POP 전자 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Latitude ON Flash는 Gmail, Outlook Web Access, Yahoo, MSN 등 웹 전자 메일을 응용 프로그램 

모음에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의 전자 메일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메일 구성을 설정하면 

메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웹 전자 메일에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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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프라인으로 전자 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현재 Latitude ON Flash는 웹 전자 메일만 지원합니다. 

 

14.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입니까? 

 

Latitude ON Flash는 어떤 추가 저장 공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15. 왜 WiFi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WiFi 연결 관리자에서 사용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 BIOS에서 WiFi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WiFi 무선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16. 왜 오디오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 응용 프로그램 도크에 있는 Speka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 볼륨이 음소거되었거나 완전히 

줄여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Music 또는 Web과 같은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볼륨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17. 웹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까? 

 

예. 웹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titude ON Flash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USB 하드 드라이브 또는 플래시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18. 암호는 어떻게 다시 설정하거나 변경합니까? 

 

암호를 다시 설정하려면 운영 체제에서 Latitude ON 구성 유틸리티의 암호 변경을 클릭하십시오.  암호를 

변경하려면 운영 체제에서 이전과 같이 암호 변경 기능을 사용하거나 Latitude ON Flash에서 설정 창 

안의 사용자 계정 창을 사용하십시오. 

 

19. Windows에서 Windows 표시 이름을 변경하면 그에 따라서 Latitude ON Flash 로그인 

이름도 변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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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Latitude ON Flash 계정 이름은 Windows 계정 이름에 기초합니다.  Windows 계정 이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Latitude ON Flash 로그인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20. Skyp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떻게 파일을 보냅니까? 

중요 시스템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이 기능은 제한되었습니다. 

 

21. Latitude ON Flash를 사용하는 Dell Latitude™ E4200 / E4300에서 무선 광역 

통신망(WWAN) 연결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Latitude E4200 또는 Latitude E4300 휴대용 컴퓨터에서 Latitude ON Flash와 WWAN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 어느 WiFi 네트워크에 먼저 연결해야 할지 어떻게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까? 

WiFi 모듈은 가장 최근에 연결이 성립되었던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서 선택하여 네트워크에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네트워크에 대해 새 

연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3. 네크워크 프로필 목록에서 WiFi 프로필은 어떻게 삭제합니까? 

현재 Latitude ON Flash 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4. 시작 메뉴 화면에 없는 추가 응용 프로그램에 어떻게 액세스합니까? 

시작 메뉴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만 제공합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려면 

화면 왼쪽 아래 모퉁이에 있는 실행창의 >을 클릭하십시오. 

 

25. 왜 Latitude ON 버튼을 누르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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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BIOS 에서 Latitude ON Flash 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시스템 전원을 끈 다음 주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켭니다. 

2. Dell 로고 화면이 표시되는 동안 F2 를 눌러서 시스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시스템 

구성 섹션에서 Latitude ON Flash 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Latitude ON Flash 모듈 펌웨어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Dell 지원 

사이트(http://support.dell.com) 에서 최신 Latitude ON Flash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26. Latitude ON Flash 모듈을 초기화하고 사용자 구성 정보를 지우려면 어떻게 합니까(공장 

기본 상태)? 

기본값으로 Latitude ON Flash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펌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자 데이터 보존을 

시도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Windows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의 압축 푼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setup.exe /s /v”/qn 

MODE=3” 

 

27. Latitude ON Flash 는 다른 Latitude ON 솔루션과 호환 가능합니까? 

아니요. Latitude ON 은 단 하나의 버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Latitude ON 솔루션은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8. 왜 네트워크 연결 관리자는 WEP 키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Latitude ON Flash 네트워크 연결 관리자는 올바른 길이의 WEP 키만 수락합니다.  유효한 WEP 키를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9. 제품의 오픈 소스 부분에 해당하는 소스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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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tude ON Flash를 갖춘 시스템을 Dell에서 직접 구입했다면 시스템의 C:₩DELL 하위 디렉터리에 

있는 압축 파일에서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Latitude ON 사용 가능 시스템용 Latitude ON Flash 

고객 키트를 구입했다면 Dell Support 웹 사이트 http://support.dell.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