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9.3

이 업데이트는 iPhone, iPad 및 iPod touch의 메모, News, 건강, Apple Music의 기능을 향상하고 Night Shift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Night Shift는 밤에 화면의 색상을 색상 스펙트럼의 가장 따뜻한 색으로 변경하여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능, 기능 향상 및 오류 수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ight Shift
	•	Night Shift 기능을 활성화하면 iOS 기기의 시계와 지리적 위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있는 장소의 일몰 시각을 파악한 다음, 화면의 색상을 색상 스펙트럼의 가장 따뜻한 색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이 기능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 향상
	•	사용자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기재된 메모를 Touch ID 또는 암호로 보호
	•	알파벳, 생성일, 또는 변경일 순으로 메모 정렬
	•	스케치를 사용할 때 두 손가락으로 쓸어넘기거나 새로운 스케치 버튼을 탭하여 손쉽게 새로운 캔버스 열기
	•	새로운 목록을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모든 메모 하단에 새로운 체크 리스트 버튼 추가
	•	메모의 이미지 또는 첨부 파일을 길게 눌러서 큰 이미지나 첨부 파일 대신 축소판으로 보기
	•	메모에 있는 사진 및 비디오를 메모에만 저장할지 사진 App에도 추가할지 선택 가능
	•	Evernote에서 보낸 파일을 길게 눌러서 그 콘텐츠를 메모로 가져오기

새로운 기능 향상
	•	추천 뉴스에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알려주는 인기 기사 섹션 새로 추가
	•	Apple News 에디터가 엄선한 기사를 에디터 추천에서 탐색하고, 선정된 채널 및 토픽 탐색 가능
	•	iPhone의 추천 뉴스에서 기사를 왼쪽으로 쓸어넘겨서 간편하게 공유 또는 저장하고 오른쪽으로 쓸어넘겨서 옵션 더 보기
	•	추천 뉴스에서 기사를 열지 않고도 비디오 기사를 바로 재생
	•	iPhone에서 가로 화면 방향으로 기사 또는 비디오 보기
	•	기사를 읽기 편하게 텍스트 크기 변경

건강 기능 향상
	•	건강 App에 체중, 운동, 수면 등의 데이터 종류와 관련된 타사 App 표시
	•	건강 대시보드에 Apple Watch의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 활동 데이터 및 목표 지원 추가
	•	홈 화면에서 3D Touch 빠른 동작을 사용하여 대시보드 및 의료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
	•	타사 App도 HealthKit을 통해 Apple Watch의 활동 링 및 요약에 접근 가능

Apple Music 기능 향상
	•	Apple Music 카탈로그의 노래를 보관함에 추가할 필요 없이 재생목록에 바로 추가
	•	iPad에서 뮤직 비디오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라디오를 켜지 않고도 라디오 탭을 통해 Beats 1에서 재생되는 항목 바로 보기
	•	‘지금 재생 중’에 재생 중인 노래 제목을 탭하여 앨범으로 이동
	•	Apple Music 카탈로그의 앨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보기

사진 기능 향상
	•	Live Photo를 스틸 이미지로 변경: Live Photo에서 복제하기를 탭하면 Live Photo로 복제할지 스틸 이미지로 복제할지 선택할 수 있음
	•	iCloud 사진 보관함에 저장된 원본 사진 또는 비디오를 전체 사이즈로 다운로드할 때의 성능 향상
	•	AirDrop 및 메시지를 사용하여 iOS와 OS X 간에 Live Photo 공유

iBooks 기능 향상
	•	iBooks에서 PDF 파일을 iCloud에 저장하여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이전에 구입한 오디오북을 iBooks Store에서 다운로드하는 기능 추가
	•	가족 공유를 통해 오디오북 구입 항목을 가족 간에 공유하는 기능 추가
	•	만화를 볼 때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고 텍스트 크기를 간편하게 조절하는 새로운 제어 추가
	•	Apple Pencil로 좋아하는 구문을 하이라이트하고 저장하는 기능 지원

교육 기능 향상
	•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대의 iPad를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 이용할 수 있는 공유된 iPad 기능 미리 보기 소개
	•	관리되는 Apple ID로 iCloud에 로그인할 수 있는 지원 추가
	•	새로운 교실 App과의 호환성 추가
	•	홈 화면에서 App의 정렬을 제어하는 구성 옵션 새로 제공
	•	홈 화면에 App을 표시하거나 가릴 수 있는 새로운 제어 추가
	•	iCloud 사진 보관함 및 Apple Music의 새로운 제한 사항에 대한 지원 추가

CarPlay 기능 향상
	•	Apple Music 구독 멤버의 CarPlay 추천 음악 및 새로운 콘텐츠 사용 지원
	•	지도에서 주유소, 주차장, 음식점, 커피 및 기타 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빨리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주변 검색 화면 추가
	•	CarPlay에서 Siri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읽거나 작성할 때 더 간략한 인터페이스 제공
	•	CarPlay의 다른 오디오 소스 간에 균등한 사운드 레벨 제공

Dolby Digital Plus
	•	Apple Lightning Digital AV 어댑터를 사용하여 멀티채널 출력 지원과 함께 Dolby Digital Plus 오디오 스트림으로 인코딩한 비디오 재생 지원 추가

하드웨어 키보드 기능 향상 및 오류 수정
	•	Spotlight, Mail 및 Safari에서 목록을 탐색할 때 화살표 키 사용 가능
	•	Mail에서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여 스크롤 가능
	•	Safari에서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여 스크롤 할 때의 기능 향상
	•	하드웨어 키보드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단축키 막대에서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불러오는 기능 추가
	•	하드웨어 키보드를 사용하여 iPad를 잠금 해제할 수 없던 오류 수정
	•	종속적 로그인 페이지에서 하드웨어 키보드가 반응하지 않던 문제 해결
	•	하드웨어 키보드에 연결되면 단축키 막대 뒤의 메시지 입력 필드가 사라지던 문제 수정

기타 기능 향상
	•	지도에서 특정 대중교통 라인을 탭하여 목적지 및 정류장을 하이라이트 하여 표시
	•	지도에서 제안한 각각의 경로에 대해 복수의 대중교통 옵션이 있는지 표시
	•	Wallet App에서 카드 또는 패스의 아이콘을 탭하여 카드 또는 패스 관련 App을 표시하는 기능 추가
	•	매장에서 결제할 때 Apple Pay로 매장 포인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
	•	Podcast에서 비디오 전체 화면 재생 지원
	•	활동 App에서 주요 측정치의 월간 요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운동 탭 및 운동을 종류별로 필터하는 기능 추가
	•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했던 App을 바탕으로 ‘iOS로 이동’에서 App Store의 App 추천 제안
	•	iCloud 저장 공간에서 상태 정보 및 App 내 알림을 통해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
	•	모든 iCloud 계정에서 이중 인증 사용 가능
	•	스페인어(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시스템 언어 지원
	•	핀란드어(핀란드), 히브리어(이스라엘) 및 말레이시아어(말레이시아)에 대한 Siri 언어 지원 추가

기업용 오류 수정
	•	업데이트한 다음 일부 VPP를 통해 구입한 App을 실행할 수 없던 문제 해결
	•	기기에 할당된 VPP App에 대한 iCloud 백업 지원 추가
	•	구성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인증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던 문제 해결
	•	VPN 세션이 종료된 다음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던 일부 IPSec VPN 구성 오류 수정
	•	iBooks가 관리되지 않는 계정에서 기업용 관리되는 PDF 파일을 이메일하던 문제 해결
	•	일부 Exchange 사용자의 경우 캘린더가 동일 초대에 응답을 여러 번 보내던 문제 해결
	•	기기가 OS X 캐싱 서버에 연결할 때의 안정성 향상

손쉬운 사용 오류 수정
	•	스위치 제어 손쉬운 사용 옵션의 3D Touch 안정성 향상
	•	받아쓰기를 한 다음 VoiceOver의 말하기에 문제가 생기던 오류 수정
	•	VoiceOver 사용자가 App Store에 리뷰를 작성할 수 없던 문제 해결
	•	Bluetooth 헤드셋으로 전화를 받으면 VoiceOver가 반응하지 않던 문제 해결
	•	미리 알림에서 큰 텍스트가 읽히지 않던 오류 수정

기타 오류 수정, 기능 및 안정성 향상
	•	수동으로 날짜를 1970년 5월 이전으로 변경하면 iOS 기기가 재시동한 다음 켜지지 않던 문제 해결
	•	일부 iCloud 백업이 완료되지 않던 오류 수정
	•	일부 사용자의 경우 iCloud 백업에서 복원할 때 건강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던 문제 해결
	•	일부 배터리 잔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던 문제 수정
	•	일부 사용자의 경우 iMessage 또는 FaceTime을 활성화할 수 없던 문제 해결
	•	전화를 받는 동안 전화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 수정
	•	제한사항 덮어쓰기가 셀룰러 데이터 토글에 적용되던 오류 수정
	•	Apple Watch에 설치되지 않은 App에 대한 알림 설정이 Watch App에 표시되는 문제 해결
	•	키보드에서 3D Touch를 사용할 때의 안정성 향상
	•	음성 메시지를 설정할 때의 전화 App 안정성 향상
	•	기기의 저장 공간이 적을 때의 Mail App 안정성 향상
	•	Mail Drop을 사용하여 대용량 첨부 파일을 보낼 때의 Mail 안정성 향상

일부 기능은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ios/feature-availability 및 http://www.apple.com/kr/ios/updates/

이 업데이트의 보안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upport.apple.com/kb/HT1222?viewlocale=ko_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