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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팟 터치의 숨겨진 기능 컬렉션

아이폰/아이팟 터치(이하 아이폰)는 기본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화면구성이 간결합니다. 간단해서 좋긴한데 너무 간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윈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행동메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메뉴가
아이폰에는 없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애플은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을
수용하고 재치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능들을 모아 본 것입니다. 물론, 애플 홈페이지나,
메뉴얼, 사용법 동영상에서 대부분 소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 탐색 및 가사보기 - 음악 재생 중(커버플로우 아님) 앨범
그림을 누르면 재생 조절판과 가사(포함된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동 막대를 누르거나 스크롤하여 원하는 위치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음악 탐색 - 재생 중인 음악을 조금 더 정밀하게 탐색하려면
이동 막대를 아래로 끌어 보세요. 1/2, 1/4, 초정밀한 간격으로
스크러블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 슬립 버튼과 홈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누르면 현재 화면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 - 아이폰을 흔들면 방금한 행동의 취소 여부를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예: 문자 입력)

음악 임의 재생 - 재생기(작은 것 포함)가 보이는 상황에서 재생
중인 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이폰을 가볍게
흔들어주세요.(설정 가능)
애플리케이션 강제 종료 - 애플리케이션이 작동 중에 응답을
멈추었나요? 슬립 버튼을 길게 눌러 "밀어서 전원끄기"가 나온
상태에서 홈 버튼을 다시한번 길게 누르면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새 페이지(탭)로 링크열기 - 사파리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새 페이지로 열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특수문자 입력 - 키보드에서 마침표(.)를 누르고 있으면 말
줄임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을 누르고 있으면 달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특수문자 호출 키 다수)
스팟라인(키워드 검색 상자) 접근 - 목록 화면에서 항목을
검색하고 싶다면 위로 스크롤 해 보세요.
탑으로 이동 - 스크롤이 길어진 문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사파리에서 웹서핑 중에 URL을 입력하려고 매번
상단으로 다시 스크롤 하시나요? 최상단 상태 표시줄을 눌러
보세요.
빠른 항목 삭제 - 목록 화면에서 항목 한나만 삭제하고 싶으세요?
해당 항목을 누른 상태로 왼쪽방향으로 스크러블 해 보세요. 삭제
버튼이 즉시 나타기도 한답니다.
화면 확대/축소 - 사진이나 웹페이지, 문서를 작게 혹은 크게 보고
싶으세요?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오무렸다가 펼쳤다 해 보세요
.
공학용 계산기 - 아이폰/터치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를

가로로 사용하면 공학용 계산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른 화면 확대/축소 - 사진이나 문서의 확대와 축소를 더욱
빨리하려면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가볍게 두번 두드려 주세요.
HTML 문서를 확대하는 경우 구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커서 이동 - 문장 작성중에 오타가 났다고요? 오타가
발생한 부분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다 보면 돋보기가 나타나
정밀하게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는 전화번호 / 작은 음악 재생기 즉시 호출 - 음악을
감상하면서 웹서핑을 즐기다가 볼륨을 줄이거나 이전/다음곡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홈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눌러보세요. 만약 음악
재생 상태가 아니라면 즐겨찾는 전화번호 목록이 표시됩니다.(설정
가능)
음악 정지 - 음악을 정지시키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이어폰 또는
헤드폰 잭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콘 순서 변경하기/삭제하기 -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의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아무 아이콘이나 누른 상태로 기다려
보세요. 아이콘들이 흐물흐물(?) 해 지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답니다. 복귀하려면 홈 버튼을 누르세요.
동영상을 음악처럼 재생 - 동영상을 음악처럼 다루려면
iTunes에서 뮤직 비디오로 변경하세요.
홈 화면을 전환하는 또 다른 방법 - 하단의 작은 점들을 중앙에
두고 좌측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 우측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홈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량이
많아지면 여러 홈 화면을 오가며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홈

화면으로 즉시 이동하고 싶다면 홈 버튼을 짧게 눌러보세요.
음성으로 명령하기 - 홈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음성을 인식할
준비가 되면 음파장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명령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바탕에 날아다니는 글씨들을 또박또박 읽어
보세요.
뻘. 음성명령 기능(VoiceOver)을 한참동안 가지고 놀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글을 읽어내더군요. 현재 사용 중인 맥OS X도 한국말,
한글을 인식 못하는데 말예요. 단어를 알아듣는 수준도 만족할 만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읽는 것은 다소 어눌합니다. "파이어준
전화걸기"라고 명령하면 전화 번호부에서 파이어준을 찾고 전화걸기를
시도합니다. 만약 회사, 집,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존재한다면 어디로
걸지를 물어봅니다. "휴대전화"라고 말해주면 휴대전화로 다이얼합니다.
음악 감상 중에는 "가수 이름"이라고 명령하면 "아무개의 블라블라 재생
중"이라고 소름돋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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