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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TeK �omputer Inc. (“ASUS”)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백업을 위해 구매자가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 이 설명서와 이 설명서에서 설명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복제, 전송, 필사될 수 없고, 검색 시�템에 
저장될 수 없으며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제품 보증 또는 서비�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1) ASUS로부터 수리, 변경 
또는 교체에 서면 허가 없이 제품을 수리, 변경 또는 교체하거나 (�) 제품의 일련 번호
가 지워지거나 없어진 경우  

ASUS는 이 설명서를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또는 조
건을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ASUS, 임원, 중역, 직원 또는 대리점은 이 설명서 또는 제품의 일체의 결
함 또는 오류로 인한 어떤 간접적, 특수한,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이윤 손실, 사업 손
실, 사용 손실 또는 �이터 소실, 영업 중단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ASUS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에 포함된 규격과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며 ASUS의 약속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SUS는 설명서와 설명서에서 설
명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체의 오류 또는 부정확함에 대해서 어
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품 이름과 회사 이름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저작권일 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으며, 권리 침해에 대한 의도가 없이 식별 또는 설명을 위해서만 사용되
며, 또한 소유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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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EA�H
�EA�H (�egistration, E�a�uation, Authorisation, an� �estriction of 
�hemica�s: 등록, �가, 승인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등록, �가, 승인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 �가, 승인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가, 승인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 승인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승인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 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및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 ��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물��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 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규제) 규제 기�을 �수하여 ASUS) 규제 기�을 �수하여 ASUS규제 기�을 �수하여 ASUS 기�을 �수하여 ASUS기�을 �수하여 ASUS �수하여 ASUS�수하여 ASUS ASUS 
�EA�H �사이트�사이트 http://csr.asus.com/eng�ish/�EA�H.htm에 당사 제품에 사
용된 �� 물��을 게시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고지사항 고지사항고지사항
이 장치는 ��� 규약 15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장치는 ��� 규약 15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장치는 ��� 규약 15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 규약 15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규약 15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15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부를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수합니다.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다음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가지 조건에 �라 �작합니 조건에 �라 �작합니조건에 �라 �작합니 �라 �작합니�라 �작합니 �작합니�작합니
다::

© 이 장치는 유해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장치는 유해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치는 유해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장치는 유해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해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유해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원하지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원하지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않는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유발할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수도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있는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간�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 포함하여 수신된 모포함하여 수신된 모 수신된 모수신된 모 모모
든 간�을 수용해�� 합니다. 간�을 수용해�� 합니다.간�을 수용해�� 합니다. 수용해�� 합니다.수용해�� 합니다. 합니다.합니다..

본 기기는 ��� 규정의 제 15 조에 의거하여 클래� B 디지털 장치의 제한 사항
에 �라 시험했으며 이 규정을 �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기기를 가정용
으로 사용할 경우 유해한 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본 기
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습니다. �라서 제조
업체의 지침대로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을 일
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환경에서 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본 제품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을 일으
킬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간�을 해결해 보십시오. (간� 발생 여
부는 프로젝터를 껏다가 켜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합니다.

© 기기와 수신기의 간격을 멀리 합니다.

© 기기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 판매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 규정을 �수하려면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에 연
결해�� 합니다.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 받지 않고 장
비를 변경 또는 수정하면 장비를 운영하는 권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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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경고�출 경고 경고경고
제품은 제공된 지침에 �라 설치하고 작�해�� 하며 송신기에 사용된 안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소 �0 cm 떨어져 있어�� 하며,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
와 함께 위치하거나 작�하지 않아�� 합니다. 최종 사용자 및 설치자는 �� �
출 �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안테나 설치 지침 및 송신기 작� 조건을 제
공받아�� 합니다.

캐나다 통신성 고지사항
이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 통신부의 무선 간� 규정(�a�io Interference 
�egu�ations)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장치의 무선 잡음 방출에 대한 클래� B 제
한을 �수합니다.

이 클래�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ES-00�을 �수합니다.

Macro�ision �orporation 제품 고지사항제품 고지사항 고지사항고지사항
제품에는 Macro�ision �orporation 및 기타 권리 소유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일부 미국 특허권의 방법 청구항과 기타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
권 보호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술의 사용은 Macro�ision 
�orporation의 승인을 얻어�� 하며, Macro�ision �orporation에 의해서 별도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용 및 기타 제한적 시청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역 엔지

리튬-이온 배터리 경고

 
주의:: 배터리를 올바르게 교환하지 않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제조
업체가 권장하는 �일한 유형의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
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라 폐기하십시오.

ASUS 재�용/회수 서비�재�용/회수 서비�/회수 서비�회수 서비� 서비�서비�
ASUS 재�용 및 회수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재�용 및 회수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및 회수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및 회수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회수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회수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프로그�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위한 최고의 기�을 �수하기 최고의 기�을 �수하기최고의 기�을 �수하기 기�을 �수하기기�을 �수하기 �수하기�수하기 
위한 ��에 기초해 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에 기초해 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에 기초해 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기초해 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기초해 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있습니다.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제품,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배터리,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기타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구성부품 및 포장재를 책임 및 포장재를 책임및 포장재를 책임 포장재를 책임포장재를 책임 책임책임
있게 재�용할 수 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재�용할 수 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재�용할 수 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수 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수 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있기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위한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것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역. 자세한 지역자세한 지역 지역지역
별 재�용 정보에 대해서는 재�용 정보에 대해서는재�용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해서는정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대해서는 http://csr.asus.com/eng�ish/Takeback.htm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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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정보정보

청소하기 전에 A� 전원과 주변장치를 분리하십시오. 비연마성 세제와 몇 방
울의 온수에 적신 깨끗한 셀룰로오� �펀지 또는 부드러운 가죽 천으로 ��
��� ��를 닦은 후 나머지 물기를 마른 천으로 제거하십시오.

© ��하지 않거나 �안정한 작업면에 �지��하지 않거나 �안정한 작업면에 �지 않거나 �안정한 작업면에 �지않거나 �안정한 작업면에 �지 �안정한 작업면에 �지�안정한 작업면에 �지 작업면에 �지작업면에 �지 �지�지 마십시오. 케이�가 손상된 경우 
수리하십시오.

© 더�거나 �지가 �은 환경에 �출시키지더�거나 �지가 �은 환경에 �출시키지 �지가 �은 환경에 �출시키지�지가 �은 환경에 �출시키지 �은 환경에 �출시키지�은 환경에 �출시키지 환경에 �출시키지환경에 �출시키지 �출시키지�출시키지 마십시오. 가� 유출이 있을 때 조
작하지 마십시오.

© 상단에 물체를 올려�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이물��을 ����� ��에 밀어 
넣지  마십시오.

© �한 전자기장에 �출시키지�한 전자기장에 �출시키지 전자기장에 �출시키지전자기장에 �출시키지 �출시키지�출시키지 마십시오.

© �체, �물 또는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체, �물 또는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 �물 또는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물 또는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 또는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또는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 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습기에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 �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출시키거나 �처에서 사용하지 �처에서 사용하지�처에서 사용하지 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 심한 뇌
우가 있을 때 모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안전 경고: 배터리를 �속에 �지지배터리 안전 경고: 배터리를 �속에 �지지 안전 경고: 배터리를 �속에 �지지안전 경고: 배터리를 �속에 �지지 경고: 배터리를 �속에 �지지경고: 배터리를 �속에 �지지: 배터리를 �속에 �지지배터리를 �속에 �지지 �속에 �지지�속에 �지지 �지지�지지 마십시오. 접점을 단락시키지 마
십시오.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을 주변온도가 0�� (��이 제품을 주변온도가 0�� (�� 제품을 주변온도가 0�� (��제품을 주변온도가 0�� (�� 주변온도가 0�� (��주변온도가 0�� (�� 0�� (����)에서 �5�� (95��) 사이인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 시�템 과�을 방지하려면 ����� ��의 통�구를 가리지시�템 과�을 방지하려면 ����� ��의 통�구를 가리지 과�을 방지하려면 ����� ��의 통�구를 가리지과�을 방지하려면 ����� ��의 통�구를 가리지 방지하려면 ����� ��의 통�구를 가리지방지하려면 ����� ��의 통�구를 가리지 ����� ��의 통�구를 가리지����� ��의 통�구를 가리지 ��의 통�구를 가리지의 통�구를 가리지 통�구를 가리지통�구를 가리지 가리지가리지 마십시오.

© 손상된 전원�드, 부속장치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손상된 전원�드, 부속장치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전원�드, 부속장치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전원�드, 부속장치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부속장치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부속장치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또는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기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주변장치를 사용하지주변장치를 사용하지 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

© 감전 위험을 방지하려면 시�템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전원 케이블을 전기 
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 어댑터 또는 연장 �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장치
는 접지 회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전원공급장치가 해당 지역의 올바른 전압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중인 전기 콘센트의 전압에 대해 모를 경우 현지 전�회사에 문의하십
시오.

© 전원공급장치가 파손된 경우 직접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자격있는 서
비� 기술자 또는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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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에서 사용되는 표기 규칙
특정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설명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다음 기호에 유의
하십시오.

   위험/경고위험/경고: 작업을 완료할 때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주의: 작업을 완료하려 할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작업을 완료하려 할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 완료하려 할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완료하려 할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 할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할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 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때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 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구성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 방지하기 위한 정방지하기 위한 정 위한 정위한 정 정정
보.. 

   참고: 작업 완료에 도움이 되는 �� 및 추가 정보.작업 완료에 도움이 되는 �� 및 추가 정보. 완료에 도움이 되는 �� 및 추가 정보.완료에 도움이 되는 �� 및 추가 정보. 도움이 되는 �� 및 추가 정보.도움이 되는 �� 및 추가 정보. 되는 �� 및 추가 정보.되는 �� 및 추가 정보. �� 및 추가 정보.�� 및 추가 정보. 및 추가 정보.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추가 정보. 정보.정보..

   중요: 작업 완료를 위해 지켜�� 하는 지침.

추가 정보
추가 정보 및 제품과 소프트웨어 업�이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SUS �사이트�사이트

 ASUS �사이트는 ASU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업�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ASUS �사이트�사이트 www.asus.com을 참조하십시오.

 ASUS 현지 기술 지원

 현지 기술 지원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현지 기술 지원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기술 지원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기술 지원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지원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지원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엔지니어의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정보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대해서는 ASUS �사이트대해서는 ASUS �사이트 ASUS �사이트�사이트 
http://support.asus.com/contact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sus.com
http://support.asus.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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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내용물 내용물내용물

© 손상되거나 �진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손상되거나 �진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진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진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있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경우,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 위의 그�으로 표시된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위의 그�으로 표시된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그�으로 표시된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그�으로 표시된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표시된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표시된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품목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입니다.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실제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제품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규격은 모델마다 다를규격은 모델마다 다를 모델마다 다를모델마다 다를 다를다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 번들 게임 키보드 및 마우�에 관한 정보는 ASUS �OG 게임 키보드 사용하기 및 
ASUS GX900 게임 마우�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ASUS Essentio ������
톱� �� ��

ASUS �OG U9N 게임 키
보드 패키지 1개

ASUS GX900 게임 마우
� 1개

Installation Guide

전원� ��� �� ��� ����� �� ��� Nero 9 ��� ��������� ������ ������������ 
DVD ��� 

설치� 설��� �� 설��� ��설��� �� ���

보증� ��� �� ��� ����� �� ��� DVD 1개 DVD 1개 (옵�)

또는 

Wi-�i �ing 이�식 안테나 1개 안테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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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G8580 11

1장장
시작하기

컴퓨터 알기 알기알기

전면 패� 패�패�

그�은 참조용일 �입니다. 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참조용일 �입니다. 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참조용일 �입니다. 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입니다. 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입니다. 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포트와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해당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위치,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시 색은 모델마다 다�니 색은 모델마다 다�니색은 모델마다 다�니 모델마다 다�니모델마다 다�니 다�니다�니
다..

환영합니다!!
ASUS Essentio �G8580 ����� ��를 구입해 주�서 감사합니다!����� ��를 구입해 주�서 감사합니다! ��를 구입해 주�서 감사합니다!를 구입해 주�서 감사합니다! 구입해 주�서 감사합니다!구입해 주�서 감사합니다! 주�서 감사합니다!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ASUS Essentio �G8580 ����� ��는 최신 성능, 최고의 신뢰성, 사용자 중
심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미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미래주의
적 시�템 케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ASUS ����� ��를 설정하기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 ��를 설정하기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 ��를 설정하기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를 설정하기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 설정하기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설정하기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 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전에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 ASUS 보증 카드를 �으십시오.보증 카드를 �으십시오. 카드를 �으십시오.카드를 �으십시오. �으십시오.�으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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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 ����. 이 ��을 눌러 컴퓨터를 켭니다.

�. Secure Digita�™ / Mu�tiMe�ia�ar� ����. Secure Digita�™ 카드 또는 
Mu�tiMe�ia�ar�를 ��에 삽입합니다.

�. 광 디�� 드라이브 �이. 디�� 드라이브 �이.디��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 �이.드라이브 �이. �이.�이.. �이에는 한 개의 광 디�� 드라이브가 있습
니다.

4. 핫�왑 �이(비었음). 이 �이에 추가 HD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전원 �ED. �ED. �ED는 컴퓨터를 켜면 켜집니다.

6. Memory Stick™ / Memory Stick �ro™ 카드 ��카드 �� ����. Memory Stick™ / 
Memory Stick �ro™ 카드를 ��에 삽입합니다.

7. �ompact��ash© / Micro�ri�e™ 카드 ��카드 �� ����. �ompact��ash©  / 
Micro�ri�e™ 카드를 ��에 삽입합니다.

8. O� 단추. 컴퓨터 시�템 수� 증가 프로파일을 조정하는 단추입니다.

9. USB �.0 포트포트. 범용 직렬 �� �.0 (USB �.0) 포트는 마우�, 프린터, 
�캐너, 카메라, �DA 등과 같은 USB �.0 장치에 연결됩니다. 

 
 
 
 
 
 
 
 

10. USB �.0 포트.포트.. 범용 직렬 �� �.0 (USB �.0) 포트는 마우�, 프린터, 
�캐너, 카메라, �DA 등과 같은 USB �.0 장치에 연결합니다.

11. 마이� 포트. 포트.포트.. 마이�와 연결합니다.

1�.   헤드폰� 포트. 포트.포트.. 헤드폰� 또는 �피커에 연결합니다.

© Win�ows©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키보드/마우�를 USB �.0 포트에 연결하
지 마십시오.

© USB �.0 컨트롤러의 한계 때문에 USB �.0 장치는 Win�ows© OS 환경에
서만, 또는 USB �.0 설치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0 장치는 �이터 저장장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0 장치가 더 �르고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려면 USB �.0 장치를 
USB �.0 포트에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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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 패�패�

USB3.0/UASP

USB KB/M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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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0 포트, ASUS USB �.0 Boost UAS� 모드를 지원합니다. 범용 직렬 �
� �.0 (USB �.0) 포트는 마우�, 프린터, �캐너, 카메라, �DA 등과 
같은 USB �.0 장치에 연결됩니다.

© USB �.0 포트는 Win�ows© 7 또는 이후 �전만 지원합니다. UAS�는 Win�ows© 
8만 지원합니다.

© Win�ows©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키보드/마우�를 USB �.0 포트에 연결
하지 마십시오.

© USB �.0 컨트롤러의 한계 때문에 USB �.0 장치는 Win�ows© OS 환경에
서만, 또는 USB �.0 설치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0 장치는 �이터 저장장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0 장치가 더 �르고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려면 USB �.0 장치를 
USB �.0 포트에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USB �.0 포트.포트.. 범용 직렬 �� �.0 (USB �.0) 포트는 마우�, 프린터, 
�캐너, 카메라, �DA 등과 같은 USB �.0 장치에 연결합니다.

�

��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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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 4��, 6�� 또는 8�� 구성 ���, 4��, 6�� 또는 8�� 구성��, 4��, 6�� 또는 8�� 구성, 4��, 6�� 또는 8�� 구성��, 6�� 또는 8�� 구성, 6�� 또는 8�� 구성�� 또는 8�� 구성 또는 8�� 구성또는 8�� 구성 8�� 구성�� 구성 구성구성

포트 헤드셋 ����� 4���� 6���� 8���

밝은 청색 라인 입� 입�입� 라인 입� 입�입� 라인 입� 입�입� 라인 입� 입�입�

라임색 라인 출� 출�출� 전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전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전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분홍색 마이� 입� 입�입� 마이� 입� 입�입� 마이� 입� 입�입� 마이� 입� 입�입�

주황색 © © 중앙/서브우�/서브우�서브우� 중앙/서브우�/서브우�서브우�

검은색 © 후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후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후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회색 © © © 측면 �피커 출� �피커 출��피커 출� 출�출�

���, 4��, 6��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4��, 6��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4��, 6��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6��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6��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또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8��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구성에서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오디오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포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는기능에 대해서는 대해서는대해서는 
아래의 오디오 구성표를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구성표를 참조하십시오.오디오 구성표를 참조하십시오. 구성표를 참조하십시오.구성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7. 측면 �피커 출� 포트(회색). 8�� 오디오 구성에서 측면 �피커에 연결
하는 포트입니다.

8. 후면 �피커 출� 포트(검은색). �피커 출� 포트(검은색).�피커 출� 포트(검은색). 출� 포트(검은색).출� 포트(검은색). 포트(검은색).포트(검은색).(검은색).검은색).). 4��, 6��, 8�� 오디오 구성에서 후
면 �피커에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9. 중앙/서브우� 포트(주황색)./서브우� 포트(주황색).서브우� 포트(주황색). 포트(주황색).포트(주황색).(주황색).주황색).). 중앙/서브우� �피커에 연결하는 포트입니
다.

10. 마이� 포트(분홍색). 포트(분홍색).포트(분홍색).(분홍색).분홍색).). 마이�를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11. 라인 출� 포트(라임색). 출� 포트(라임색).출� 포트(라임색). 포트(라임색).포트(라임색).(라임색).라임색).). 헤드폰� 또는 �피커에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4�
�, 6�� 또는 8�� 구성에서 전면 �피커 출�으로 기능합니다.

1�. 라인 입� 포트(밝은 청색). 테이프, �D, DVD 플레이어 또는 기타 오디
오 소�를 연결합니다.

�. ASUS Wi-�i GO! 카드 (Wi-�i 80�.11). Wi-�i �ing 이�식 안테나를 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상태 설명

꺼짐 연결 안 � 안 �안 � ��

녹색 연결�

* Wi-�i �ED 지시

ASUS Wi-�i GO! 카드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Wi-�i ��을 자�으로 설정
합니다. 

4. 디�플레이 포트. 디�플레이 모니터 또는 홈시어터 시�템을 연결하는 포트입니
다.

5. DVI-D 포트.포트.. DVI-D 호환 장치용 포트이며 HD��를 �수하고 HD DVD, 
B�u-ray 및 기타의 보호되는 컨텐츠를 재생합니다.

6. USB �.0 포트, ASUS USB �.0 Boost UAS� 모드를 지원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포트는 USB BIOS ��ashback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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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운드 카드 포트(이�식). 마이�, 헤드셋, �피커와 같은 출� 장치를 연결합니 사운드 카드 포트(이�식). 마이�, 헤드셋, �피커와 같은 출� 장치를 연결합니
다. 

��. ASUS 그래픽 �������. �� ASUS 그래픽 ���의 디�플레이 출력 포�
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3. ��� ��� �래�.��� ��� �래�. ��� �래�.��� �래�. �래�.�래�.. ��� ���를 설치�할 때 ��� ��� �래�을 제거합니다.

1�. 통풍구.. 통풍을 가능하게 합니다.

14. 전원� ��치�. ��치�.��치�.. 컴퓨터를 켜거나� 끕니다.

15.  전원� 커넥터.  (정격 전원�: 100~1�0/�00~�40Vac, 60/50Hz, 10/5A). 전원� �
��를 이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16. �S/2 키보�� / 마우� 콤보 포��자주색/라임색�. �S/2 키보�� 또는 마우�용
입니다.

17. 광� S/�DI�-OUT 포트. 광� S/�DI� 케이블을 통해 외부 오디오 출� 장치로광� S/�DI�-OUT 포트. 광� S/�DI� 케이블을 통해 외부 오디오 출� 장치로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18. HDMI 포�.포�.. 고선� 멀티미디�� 인터페이��HDMI� 커넥터용이며 HD��를 
준수하고 HD DVD, Blu-ray 및 기타의 보호되는 컨텐츠를 재생합니다.

19. VGA 포�.포�.. VGA 모니터와 같은 VGA 호환 ��치�용입니다.

�0. USB 3.0 포�. 이 범용 직렬 �� 3.0 �USB 3.0� 포�는 마우�, �린터, �
캐너, �메라, �DA 등과 같은 USB 3.0 ��치�에 연결됩니다.

LAN 포� LED ��포� LED �� LED ����

섀�의 통풍구를 �� 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 통풍구를 �� 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통풍구를 �� 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 �� 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 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 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마���.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컴퓨터에 ���� 통풍을 제�합니다. 

동작/연결 LED/연결 LED연결 LED LED                            속도� LED LED

상태 설� 상태 설�

꺼짐 연결 안 � 안 �안 � �� 꺼짐 �0Mbps 연결연결

주황색 연결� 주황색 �00Mbps 연결연결

깜박거림 �이터 동작 동작동작 녹색 �Gbps 연결연결 LAN 포�포�

속도� 
LED

동작/연결/연결연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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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설정하기 설정하기설정하기
이 단원에서는 외부 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단원에서는 외부 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단원에서는 외부 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외부 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외부 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모니터,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키보드,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마우�,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전원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드와 같은 주 하드웨어 장 같은 주 하드웨어 장같은 주 하드웨어 장 주 하드웨어 장주 하드웨어 장 하드웨어 장하드웨어 장 장장
치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컴퓨터에 연결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연결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연결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과정을 안내합니다.과정을 안내합니다. 안내합니다.안내합니다..

외부 모니터 연결하기 모니터 연결하기모니터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ASUS 그래픽 카드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그래픽 카드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 카드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카드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 모델만 해당)모델만 해당) 해당)해당))

모니터를 ��식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식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식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외부 모니터를 ASUS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모니터를 ASUS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모니터를 ASUS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SUS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모니터를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모니터를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모니터를 전원에 연결합니다.모니터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전원에 연결합니다.전원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ASUS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그래픽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카드의 디�플레이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디�플레이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출�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포트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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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ASUS 그래픽 카드가 �재된 경우 그래픽 카드는 BIOS에서 기본컴퓨터에 ASUS 그래픽 카드가 �재된 경우 그래픽 카드는 BIOS에서 기본 
디�플레이 장치로 설정됩니다. �라서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디�플레
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 여러 개의 외부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 
�장 여러 대개의 외부 모니터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 사용하기 디�플레이 출� 포트 사용하기디�플레이 출� 포트 사용하기 출� 포트 사용하기출� 포트 사용하기 포트 사용하기포트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모니터를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디�플레이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외부 모니터를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모니터를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모니터를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온보드 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디�플레이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출�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연결하려면 다음과 같 다음과 같다음과 같 같같
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VGA 모니터, DVI-D 모니터 또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모니터, DVI-D 모니터 또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 DVI-D 모니터 또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모니터 또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 또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또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 HDMI 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모니터를 컴퓨터 후면 패�의 컴퓨터 후면 패�의컴퓨터 후면 패�의 후면 패�의후면 패�의 패�의패�의 
VGA 포트, DVI-D 포트 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 DVI-D 포트 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DVI-D 포트 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 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모니터를 전원에 연결합니다.모니터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전원에 연결합니다.전원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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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키보드와 USB 마우�를 연결하기키보드와 USB 마우�를 연결하기 USB 마우�를 연결하기마우�를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USB 키보드와 USB 마우�를 컴퓨터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키보드와 USB 마우�를 컴퓨터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USB 마우�를 컴퓨터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마우�를 컴퓨터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컴퓨터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컴퓨터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후면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전원 �드 연결하기 �드 연결하기�드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전원 �드의 한쪽을 컴퓨터 후면 패�의 전원 커넥터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을 
전원에 연결합니다.

번들 ASUS GX900 게임 마우�용 사전 설치된 설치 유틸리티는 최초 사용 시 
Win�ows© 7을 시작하기 전에 마우�를 컴퓨터에 연결해��만 �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들 지원 DVD 에서 설치 유틸리티를 수�으로 설치해�� 합니다. 세부 
정보는 제 4장 ASUS GX900 게임 마우�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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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켜기/끄기 켜기/끄기켜기/끄기/끄기끄기
이 단원에서는 컴퓨터를 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원에서는 컴퓨터를 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단원에서는 컴퓨터를 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컴퓨터를 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컴퓨터를 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설정한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후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방법을 설명합니다.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컴퓨터 켜기 켜기켜기
컴퓨터를 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모니터를 켭니다.모니터를 켭니다. 켭니다.켭니다..
�. �위치를 켠 후 컴퓨터에 있는 전원을 누�니다.

컴퓨터 끄기 끄기끄기
컴퓨터를 끄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끄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끄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 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 프로그�을 모�� �습니다.프로그�을 모�� �습니다. 모�� �습니다.모��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 Win�ows© 바탕 �면에서 를 클릭합니다.

�. 를 클릭해 운영체제를 종료합니다. 클릭해 운영체제를 종료합니다.클릭해 운영체제를 종료합니다. 운영체제를 종료합니다.운영체제를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종료합니다..

�. 운영체제가 자�으로 로드될 때�지 기다�니다.운영체제가 자�으로 로드될 때�지 기다�니다. 자�으로 로드될 때�지 기다�니다.자�으로 로드될 때�지 기다�니다. 로드될 때�지 기다�니다.로드될 때�지 기다�니다. 때�지 기다�니다.때�지 기다�니다. 기다�니다.기다�니다..

전원 �� ����

USB3.0/UASP

USB K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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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Win�ows© 7 사용하기

처음 시작하기 시작하기시작하기
컴퓨터를 처음 시작할 때 일련의 �면들이 표시되어 Win�ows© 7 운영체제의 기
본 설정 구성을 안내합니다.

처음 시작 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컴퓨터를 켭니다. Set Up Win�ows(Win�ows 설정) 이 표시될 때�지 몇 
분 �안 기다�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한 후 Next(다음) 를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서 �ountry or region(국가 또는 지역), Time an� 
currency(시간 및 통�), Keyboar� �ayout(자판 배�)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user name(사용자 이름)과 computer name(컴퓨터 이름)의 고유한 이름
을 입�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호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한 후�호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한 후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한 후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한 후필요한 정보를 입�한 후 정보를 입�한 후정보를 입�한 후 입�한 후입�한 후 후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또한 
Next(다음)를 클릭해 어떤 정보도 입�하지 않고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
습니다.

6. 사용 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사용 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 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 주의하여 �습니다.주의하여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I accept the �icense terms(�의함)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Use recommen�e� settings(권장 설정 사용) 또는 Insta�� important 
up�ates on�y(중요 업�이트만 설치)를 선택해 컴퓨터 보안 설정을 설정합
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려면 Ask me �ater(나중에 다시 확인)를 선택합니
다.

8. 날�� 및 시간 설정을 검�합니다.날�� 및 시간 설정을 검�합니다. 및 시간 설정을 검�합니다.및 시간 설정을 검�합니다. 시간 설정을 검�합니다.시간 설정을 검�합니다. 설정을 검�합니다.설정을 검�합니다. 검�합니다.검�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시�템이 새 
설정을 로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시�템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
다.

나중에 계정 �호를 설정하려면, 이 장의 계정 �호를 설정하려면, 이 장의계정 �호를 설정하려면, 이 장의 �호를 설정하려면, 이 장의�호를 설정하려면, 이 장의 설정하려면, 이 장의설정하려면, 이 장의, 이 장의이 장의 장의장의 사용자 계정 및 �호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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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ows© 7 ����� 사용하기

시작 메�� 사용하기 메�� 사용하기메��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시작 메��에서 컴퓨터의 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메��에서 컴퓨터의 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메��에서 컴퓨터의 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컴퓨터의 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컴퓨터의 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프로그�,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유틸리티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및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기타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유용한 항목에 접�할 수 항목에 접�할 수항목에 접�할 수 접�할 수접�할 수 수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메��는. 또한 시작 메��는 He�p an� Support(도움말 및 지원) 기능을 통해 
Win�ows 7에 대한 더 �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작 메��에서 항목 실행하기 메��에서 항목 실행하기메��에서 항목 실행하기 항목 실행하기항목 실행하기 실행하기실행하기

시작 메��에서 항목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메��에서 항목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메��에서 항목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항목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항목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 시작 메��에서 실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시작 메��에서 실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에서 실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메��에서 실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실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실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항목을 선택합니다.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계속 표시되는 프로그�을 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시되는 프로그�을 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표시되는 프로그�을 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프로그�을 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프로그�을 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작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세한 내용은 이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은 이내용은 이 이이 
장의 프로그�을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Win�ows© 7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시작 아이콘  > He�p an� Support(도움
말 및 지원)을 클릭하십시오.

시작하기 항목 사용하기 항목 사용하기항목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시작 메��의 Getting Starte�(시작하기) 항목에는 Win�ows© 7 사용에 익숙해지
도록Win�ows© 개인 설정, 새 사용자 추가, 파일 전송과 같은 일부 기본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항목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항목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항목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해 시작 메��를 실행
합니다.

�. Getting Starte�(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용 가능한 작업 목록이 표시
됩니다.

�.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작업 표시줄 사용하기 표시줄 사용하기표시줄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작업 표시줄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 또는 항목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 시작하기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작업 표시줄에서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표시줄에서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표시줄에서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할 프로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그
�을 감추려면 해당 아이콘을 다시 클릭합니다.

계속 표시되는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시되는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표시되는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세한 내용은 이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은 이내용은 이 이이 
장의 프로그�을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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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점프 목록에 고정하기 점프 목록에 고정하기점프 목록에 고정하기 목록에 고정하기목록에 고정하기 고정하기고정하기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 표시줄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표시줄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오른쪽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 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클릭하면,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 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프로그�의 관련 �� 또는 항목의 관련 �� 또는 항목의관련 �� 또는 항목의 �� 또는 항목의�� 또는 항목의 또는 항목의또는 항목의 항목의항목의 
관련 ��에 �리 �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에 �리 �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에 �리 �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리 �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리 �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세�할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수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있도록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점프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목록이 실행됩니다. ���는 �사 실행됩니다. ���는 �사실행됩니다. ���는 �사. ���는 �사���는 �사 �사�사
이트, 자주 방문하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자주 방문하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자주 방문하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방문하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방문하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폴더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또는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드라이브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또는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최�에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재생된 미디어 파일과 같 미디어 파일과 같미디어 파일과 같 파일과 같파일과 같 같같
은 항목을 점프 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점프 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항목을 점프 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점프 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점프 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목록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할 수 있습니다.고정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항목을 점프 목록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점프 목록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점프 목록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목록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목록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작업 표시줄에서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 점프 목록에서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점프 목록에서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목록에서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목록에서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in to this �ist(목록
에 고정)를 선택합니다.

항목을 점프 목록에서 제거하기 점프 목록에서 제거하기점프 목록에서 제거하기 목록에서 제거하기목록에서 제거하기 제거하기제거하기

항목을 점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점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점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작업 표시줄에서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 점프 목록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점프 목록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목록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Unpin from this 
�ist(이 목록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프로그�을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 표시줄에 고정하기표시줄에 고정하기 고정하기고정하기
프로그�을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고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해 시작 메��를 실행
합니다.

�. 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시작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메��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표시줄에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고정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항목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오른쪽 클릭합니다.오른쪽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 �in to Taskbar(작업 표시줄에 고정) 또는 �in to Start menu(시작 메��
에 고정)를 선택합니다.

또한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실행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중인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프로그�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in 
this program to taskbar(작업 표시줄에 프로그� 고정)를 선택합니다.

프로그�을 시작 메��에서 제거하기 시작 메��에서 제거하기시작 메��에서 제거하기 메��에서 제거하기메��에서 제거하기 제거하기제거하기
프로그�을 시작 메��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시작 메��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시작 메��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메��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메��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해 시작 메��를 실행
합니다.

�. 시작 메��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시작 메��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메��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메��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emo�e from this 
�ist(목록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기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기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기 표시줄에서 제거하기표시줄에서 제거하기 제거하기제거하기
프로그�을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표시줄에서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표시줄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표시줄에서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제거하려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항목을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Unpin this program 
from taskbar(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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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영역 사용하기 영역 사용하기영역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기본적으로 알� 영역에는 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알� 영역에는 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알� 영역에는 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영역에는 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영역에는 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다음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세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이 표시됩니다.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관리 센터 알� 센터 알�센터 알� 알�알�

모든 알� 메시지/알�을 표시하고 Win�ows 알� 메시지/알�을 표시하고 Win�ows알� 메시지/알�을 표시하고 Win�ows 메시지/알�을 표시하고 Win�ows메시지/알�을 표시하고 Win�ows/알�을 표시하고 Win�ows알�을 표시하고 Win�ows 표시하고 Win�ows표시하고 Win�ows Win�ows© 관리 센터를 실행하려면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네트워� 연결 연결

이 아이콘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아이콘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아이콘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또는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무선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네트워�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연결의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연결 상태와 신호 �도를 표 상태와 신호 �도를 표상태와 신호 �도를 표 신호 �도를 표신호 �도를 표 �도를 표�도를 표 표표
시합니다..

볼륨

볼륨을 조정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조정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조정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경고 알� 표시하기 알� 표시하기알� 표시하기 표시하기표시하기

경고 알�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알�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알�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알� 아이콘알� 아이콘 아이콘아이콘  을 클릭한 후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을 클릭한 후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 클릭한 후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클릭한 후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 후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후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 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메시지를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 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클릭해 경고 메시지를 �니다. 경고 메시지를 �니다.경고 메시지를 �니다. 메시지를 �니다.메시지를 �니다. �니다.�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ows© 관리 센터 사용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아이콘 및 알� 사용자 지정하기 및 알� 사용자 지정하기및 알� 사용자 지정하기 알� 사용자 지정하기알� 사용자 지정하기 사용자 지정하기사용자 지정하기 지정하기지정하기
작업 표시줄 또는 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표시줄 또는 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표시줄 또는 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또는 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또는 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알�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영역의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아이콘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및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알�을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표시하거나 ��� 수 있습니다. ���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아이콘 및 알�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및 알�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및 알�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알�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알�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알� 영역에서 ��표 아이콘알� 영역에서 ��표 아이콘 영역에서 ��표 아이콘영역에서 ��표 아이콘 ��표 아이콘��표 아이콘 아이콘아이콘  을 클릭합니다.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 �ustomize(사용자 지정)를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목록에서 사용자 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사용자 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지정하려는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아이콘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또는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항목의 �작을 선택합니다. �작을 선택합니다.�작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파일 및 폴더 관리하기 및 폴더 관리하기및 폴더 관리하기 폴더 관리하기폴더 관리하기 관리하기관리하기

Win�ows© 탐색기 사용하기
Win�ows© 탐색기를 사용해 파일 및 폴더를 보고,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
다.

Win�ows© 탐색기 실행하기

Win�ows© 탐색기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탐색기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해 시작 메��를 실행
합니다.

�. �omputer(컴퓨터)를 클릭해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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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및 폴더 탐색하기 및 폴더 탐색하기및 폴더 탐색하기 폴더 탐색하기폴더 탐색하기 탐색하기탐색하기
파일 및 폴더를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및 폴더를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및 폴더를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폴더를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폴더를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탐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 탐색 �� 또는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탐색 �� 또는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 �� 또는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 또는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 또는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또는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 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보기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 ��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에서 �이터 위치를 �습니다. �이터 위치를 �습니다.�이터 위치를 �습니다. 위치를 �습니다.위치를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 이� 경로 탐색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이� 경로 탐색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경로 탐색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경로 탐색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탐색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탐색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대에서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표를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클릭해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을 또는 폴더의 내용을또는 폴더의 내용을 폴더의 내용을폴더의 내용을 내용을내용을 
표시합니다..

파일/폴더 보기 사용자 지정/폴더 보기 사용자 지정폴더 보기 사용자 지정 보기 사용자 지정보기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사용자 지정 지정지정
파일/폴더 보기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폴더 보기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폴더 보기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보기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보기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 탐색 ��에서 �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탐색 ��에서 �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에서 �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에서 �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선택합니다.위치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보기 아이콘도구 모음에서 보기 아이콘 모음에서 보기 아이콘모음에서 보기 아이콘 보기 아이콘보기 아이콘 아이콘아이콘  을 클릭합니다.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4. 보기 메��에서 �라이더를 움직여 원하는 파일/폴더 보기 방법을 선택합니
다.

또한 보기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보기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보기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View(보기)를 클릭해 원하는 
보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서별로 정렬하기 �서별로 정렬하기�서별로 정렬하기 정렬하기정렬하기
파일을 �서별로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서별로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서별로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 Arrange by(정렬 �서) 필드에서 클릭해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합니다.

�. 선호하는 �서별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선호하는 �서별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 �서별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서별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을 선택합니다.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파일 정렬하기 정렬하기정렬하기
파일을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 보기 ��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 표시되는 메��에서 Sort by(정렬 기�)를 선택한 후 선호하는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

파일 그룹�
파일을 그룹�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 보기 ��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 나타나는 메��에서 Group by(그룹� 방법)를 선택한 후 선호하는 그룹 유
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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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폴더 추가하기 폴더 추가하기폴더 추가하기 추가하기추가하기
새 폴더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폴더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폴더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보기 아이콘도구 모음에서 보기 아이콘 모음에서 보기 아이콘모음에서 보기 아이콘 보기 아이콘보기 아이콘 아이콘아이콘 New fo��er(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 새 폴더의 이름을 입�합니다.새 폴더의 이름을 입�합니다. 폴더의 이름을 입�합니다.폴더의 이름을 입�합니다. 이름을 입�합니다.이름을 입�합니다. 입�합니다.입�합니다..

또한 보기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보기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보기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의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이나 오른쪽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한 후오른쪽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New(새로 만들기) > �o��er(폴
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백업하기 백업하기백업하기

백업 설정하기 설정하기설정하기

백업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 A�� �rograms(모든 프로그�) > Maintenance(유지보수) > Backup 
an� �estore(백업 및 복원)를 클릭합니다.

�. Set up backup(백업 설정)을 클릭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백업 대상을 선택한 후백업 대상을 선택한 후 대상을 선택한 후대상을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et Win�ows choose (recommen�e�)(자� 선택(권장)) 또는 �et me 
choose as your backup mo�e(수� 선택)를 선택합니다. 

시�템 설정 복원하기 설정 복원하기설정 복원하기 복원하기복원하기
Win�ows© 시�템 복원 기능은 컴퓨터의 시�템 설정이 특정 시간과 날��에 저
장되는 복원 지점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개인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
퓨터 시�템 설정 변경을 복원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템을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 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중인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 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응용 프로그�을 모�� �습니다. 프로그�을 모�� �습니다.프로그�을 모�� �습니다. 모�� �습니다.모��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  > A�� �rograms(모든 프로그�) > Accessories(보조 프로그�) > 
System Too�s(시�템 도구) > System �estore(시�템 복원)를 클릭합니
다.

�. �면 표시 지침을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면 표시 지침을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 표시 지침을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표시 지침을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 지침을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지침을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 �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라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 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복원 과정을 완료합니다. 과정을 완료합니다.과정을 완료합니다. 완료합니다.완료합니다..

�et Win�ows choose(자� 선택)을 선택할 경우, Win�ows는 프로그�, �AT 
형식 파일, 휴지통 파일 또는 1GB 이상의 임시 파일을 백업하지 않습니다.

5. �면 표시 지침을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면 표시 지침을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 표시 지침을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표시 지침을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 지침을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지침을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 �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라 백업 과정을 마�니다. 백업 과정을 마�니다.백업 과정을 마�니다. 과정을 마�니다.과정을 마�니다. 마�니다.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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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보호하기 보호하기보호하기

Win�ows© 7 관리 센터 사용하기
Win�ows© 7 관리 센터는 경고 알�, 보안 정보, 시�템 유지보수 정보, 일부의 
공통적 컴퓨터 문제를 자�으로 해결하고 수정하기 위한 옵�을 제공합니다.

알�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내용은 이 장의내용은 이 장의 이 장의이 장의 장의장의 아이콘 및 알� 
사용자 지정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Win�ows© 7 관리 센터 실행하기

Win�ows© 7 관리 센터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ows 7 관리 센터를 실행하려면 알� 아이콘관리 센터를 실행하려면 알� 아이콘 센터를 실행하려면 알� 아이콘센터를 실행하려면 알� 아이콘 실행하려면 알� 아이콘실행하려면 알� 아이콘 알� 아이콘알� 아이콘 아이콘아이콘  을 클릭한 후을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Open 
Action �enter(관리 센터 �기)를 클릭합니다.

�. Win�ows 7 관리 센터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관리 센터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센터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센터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작업을 클릭합니다.작업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Win�ows© Up�ate 사용하기
Win�ows Up�ate를 사용해 최신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를 사용해 최신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사용해 최신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사용해 최신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최신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최신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업�이트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확인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및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설치하여 컴퓨터의 보안과 컴퓨터의 보안과컴퓨터의 보안과 보안과보안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Win�ows© Up�ate 실행하기

Win�ows© Up�ate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해 시작 메��를 실행
합니다.

�. A�� �rograms(모든 프로그�) > Win�ows Up�ate(Win�ows 업�이트)를 
선택합니다.

�. Win�ows Up�ate �면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면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수행하려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작업을 클릭합니다.작업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및 �호 설정하기 계정 및 �호 설정하기계정 및 �호 설정하기 및 �호 설정하기및 �호 설정하기 �호 설정하기�호 설정하기 설정하기설정하기
컴퓨터를 사용할 사람들의 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사람들의 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사람들의 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사람들의 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계정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및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설정하기 계정 설정하기계정 설정하기 설정하기설정하기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계정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계정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Win�ows© 작업 표시줄에서  > Getting Starte�(시작하기) > A�� new 
users(새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 Manage another account(다른 계정 관리)를 선택합니다.

�. �reate a new account(새 계정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새 사용자의 이름을 입�합니다.새 사용자의 이름을 입�합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입�합니다.사용자의 이름을 입�합니다. 이름을 입�합니다.이름을 입�합니다. 입�합니다.입�합니다..

5. Stan�ar� user(표� 사용자) 또는 A�ministrator(관리자)를 사용자 유형
으로 선택합니다.

6. 완료하면완료하면 �reate Account(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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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호 설정하기 �호 설정하기�호 설정하기 설정하기설정하기

사용자 �호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호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호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호를 설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호를 설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설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설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선택합니다.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 �reate a passwor�(�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호를 입�하고 확인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호를 입�하고 확인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 입�하고 확인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입�하고 확인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 확인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확인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 �호의 �트를 입�합니다.�호의 �트를 입�합니다. �트를 입�합니다.�트를 입�합니다. 입�합니다.입�합니다..

4. 완료하면완료하면 �reate passwor�(�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 �성�하기 백신 소프트웨어 �성�하기백신 소프트웨어 �성�하기 소프트웨어 �성�하기소프트웨어 �성�하기 �성�하기�성�하기 
Tren� Micro Internet Security가 컴퓨터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가 컴퓨터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 컴퓨터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컴퓨터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 있습니다. 이것은 컴있습니다. 이것은 컴. 이것은 컴이것은 컴 컴컴
퓨터를 바이러�로부터 보호하는 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바이러�로부터 보호하는 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바이러�로부터 보호하는 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보호하는 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보호하는 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제�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자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별도별도
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수 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수 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있습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성�한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후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0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일의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가 기간이 제공됩니다.�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기간이 제공됩니다.기간이 제공됩니다.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Tren� Micro Internet Security를 �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Tren� Micro Internet Security 응용 프로그�을 실행합니다.응용 프로그�을 실행합니다. 프로그�을 실행합니다.프로그�을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 사용 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사용 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 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조건을 주의하여 �습니다. 주의하여 �습니다.주의하여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Agree & Acti�ate(�의 및 �성�)를 클
릭합니다.

�. 이메일 주소를 입�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이메일 주소를 입�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 주소를 입�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주소를 입�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 입�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입�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후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선택합니다.위치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inish(마침)를 클릭해 �성�를 완료합니다.마침)를 클릭해 �성�를 완료합니다.)를 클릭해 �성�를 완료합니다.를 클릭해 �성�를 완료합니다. 클릭해 �성�를 완료합니다.클릭해 �성�를 완료합니다. �성�를 완료합니다.�성�를 완료합니다. 완료합니다.완료합니다..

Win�ows© 도움말 및 지원 얻기
Win�ows© 도움말 및 지원은 Win�ows© 7 플랫폼에서 응용 프로그�을 사용할 
때 지침과 대답을 제공합니다. 

Win�ows© 도움말 및 지원을 실행하려면  > He�p an� Support(도움말 및 지
원)을 클릭합니다. 

최신 Win�ows Win�ows© 온라인 도움말을 얻으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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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저장장치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저장장치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컴퓨터의 Win�ows 알� 영역에서컴퓨터의 Win�ows 알� 영역에서 Win�ows 알� 영역에서알� 영역에서 영역에서영역에서  을 클릭한을 클릭한 클릭한클릭한 
후 Eject USB�.0 ��ashDisk(USB�.0 플래시 디�
� 꺼내기)를 클릭합니다.

�. Safe to �emo�e Har�ware(하드웨어 안
전 제거) 메시지가 표시되면 USB 저장장
치를 컴퓨터에서 제거합니다.

�장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컴퓨터에 연결하기컴퓨터에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USB 저장장치 연결하기저장장치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이 �����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패�과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후면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패�에는 USB �.0/1.1 포트 및 USB �.0 USB �.0/1.1 포트 및 USB �.0포트 및 USB �.0 및 USB �.0및 USB �.0 USB �.0 
포트가 �재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 �재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재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 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 USB 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포트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 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사용해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 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저장장치와 같은 USB 장치를 같은 USB 장치를같은 USB 장치를 USB 장치를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USB 저장장치를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저장장치를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USB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합니다.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이터 전송이 진행 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전송이 진행 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전송이 진행 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진행 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진행 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 마십시오. 제거할 경마십시오. 제거할 경. 제거할 경제거할 경 경경
우 �이터 소실이 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터 소실이 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이터 소실이 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실이 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소실이 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발생하거나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USB 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저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될 수 있습니다.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전면 패� 패�패� 후면 패� 패�패�

USB3.0/UASP

USB KB/MS

USB3.0/UASP

USB KB/MS



�0 �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컴퓨터에 연결하기컴퓨터에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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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및 �피커 연결하기 및 �피커 연결하기및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피커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이 �����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의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전면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패�과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후면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패�에는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마이� 포트와 �피커 포트가 � 포트와 �피커 포트가 �포트와 �피커 포트가 � �피커 포트가 ��피커 포트가 � 포트가 �포트가 � ��
재되어 있습니다. 후면 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 있습니다. 후면 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있습니다. 후면 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 후면 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후면 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 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패�에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 �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재된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 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오디오 I/O 포트를 사용해 ���, 4��, I/O 포트를 사용해 ���, 4��,포트를 사용해 ���, 4��, 사용해 ���, 4��,사용해 ���, 4��, ���, 4��,��, 4��,, 4��,��,, 
6��, 8�� �테레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8�� �테레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8�� �테레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테레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테레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테레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헤드폰� 및 마이� 연결하기 및 마이� 연결하기및 마이� 연결하기 마이� 연결하기마이�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피커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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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피커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6��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 �피커 연결하기�피커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 �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컴퓨터에 연결하기컴퓨터에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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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외부 디�플레이 연결하기
����� ��는 VGA 포트, HDMI 포트 또는 DVI 포트가 �재될 수 있으며 여
러 개의 외부 디�플레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플레이 설정하기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디�플레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추가 
모니터를 주 디�플레이의 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 주 디�플레이의 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주 디�플레이의 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 디�플레이의 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디�플레이의 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 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복제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 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디�플레이로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 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또는 Win�ows 바탕 �면을 확대 Win�ows 바탕 �면을 확대바탕 �면을 확대 �면을 확대�면을 확대 확대확대
하기 위한 확장 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한 확장 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한 확장 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확장 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디�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플레이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컴퓨터를 �니다.컴퓨터를 �니다. �니다.�니다..

�. �� 개의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개의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개의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개의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연결한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후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전원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모니터에 연결합니다.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 자세한 내용은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내용은 내용은내용은 컴퓨터 설정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 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출� 포 그래픽 카드의 출� 포그래픽 카드의 출� 포 카드의 출� 포카드의 출� 포 출� 포출� 포 포포
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일부 그래픽 카드의 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그래픽 카드의 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그래픽 카드의 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카드의 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카드의 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경우,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기본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디�플레이로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설정되는 모니터만 �OST 중에 모니터만 �OST 중에모니터만 �OST 중에 �OST 중에중에 
표시됩니다. 이중 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이중 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이중 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Win�ows에서만 작�합니다.에서만 작�합니다. 작�합니다.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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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u�tip�e �isp�ays: (다중 디�플레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디�플레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  디�플레이 복제: 추가 모니터를 주 디�플레이의 복제 디�플레이로 사
용하려면 이 옵�을 선택합니다.

 ©  디�플레이 확장: 추가 모니터를 확장 디�플레이로 사용하려면 이 옵�
을 선택합니다. 바탕 �면 공간을 넓힙니다. 

 ©  1 / �에만 바탕 �면 표시: 바탕 �면을 모니터 1 또는 모니터 �에만 표
시하려면 이 옵�을 선택합니다.

 ©  디�플레이 제거: 선택한 디�플레이를 제거하려면 이 옵�을 선택합니다.

6. App�y(적용) 또는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확인 메시지에서 Keep 
�hanges(변경 사항 유지)를 클릭합니다.

�. 컴퓨터를 켭니다.컴퓨터를 켭니다. 켭니다.켭니다.. 

4.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Screen �eso�ution(�면 해상도) 설정 �면을 �
니다. 

 ©   > �ontro� �ane�(제어판) > Appearance an� �ersona�ization(모양 
및 개인 설정) > Disp�ay(디�플레이) > �hange �isp�ay settings(디�플
레이 설정 변경)를 클릭합니다. 

 © Win�ows 바탕 �면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업 메��가 표시 Win�ows 바탕 �면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업 메��가 표시Win�ows 바탕 �면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업 메��가 표시�업 메��가 표시 메��가 표시메��가 표시 표시표시
되면 �ersona�ize(개인 설정) > Disp�ay(디�플레이) > �hange �isp�ay 
settings(디�플레이 설정 변경)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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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TV 연결하기연결하기
고선명 TV (HDTV)를 컴퓨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TV (HDTV)를 컴퓨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를 컴퓨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컴퓨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컴퓨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HDTV와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와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컴퓨터를 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 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 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필요합니다.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케이블
은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 최상의 디�플레이 성능을 얻으려면 HDMI 케이블을 15m 이하로 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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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한
국

어



한
국

어

한
국

어

ASUS �G8580 �7

4장장
컴퓨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 ��를 사용할 때의 올바른 자세 ��를 사용할 때의 올바른 자세를 사용할 때의 올바른 자세 사용할 때의 올바른 자세사용할 때의 올바른 자세 때의 올바른 자세때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올바른 자세 자세자세
����� ��를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를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를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유지하는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것은 손목, 손 및 기타 관 손목, 손 및 기타 관손목, 손 및 기타 관, 손 및 기타 관손 및 기타 관 및 기타 관및 기타 관 기타 관기타 관 관관
절� 또는 ��의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또는 ��의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또는 ��의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의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의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 이 단원에서는 ����� 
��를 사용하는 �안 신체적 �편과 발생 가능한 상해를 방지하는 정보를 제공
합니다.

Eye level to the top of 
the monitor screen

Foot rest 90˚ angles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자세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자세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컴퓨터 의자 위치를 조정하여 팔꿈치가 키보드 높이와 같아지거나 키보드 
높이보다 약간 더 높여 편안한 타이핑 위치가 되게 하십시오.

© 의자 높이를 조정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의자 높이를 조정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높이를 조정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높이를 조정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조정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조정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무�을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이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위치에 있게 하여위치에 있게 하여 있게 하여있게 하여 하여하여 
허벅지 �쪽의 �장이 �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쪽의 �장이 �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쪽의 �장이 �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장이 �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장이 �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필요한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경우 발판을 사용하여경우 발판을 사용하여 발판을 사용하여발판을 사용하여 사용하여사용하여 
무� 높이를 올리십시오. 높이를 올리십시오.높이를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올리십시오..

© 의자의 등받이를 조정하여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의자의 등받이를 조정하여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 등받이를 조정하여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등받이를 조정하여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 조정하여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조정하여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 �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치가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 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단단��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 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지지되고 약간 �로 기울어지게 약간 �로 기울어지게약간 �로 기울어지게 �로 기울어지게�로 기울어지게 기울어지게기울어지게 
하십시오..

© �� �에 �을 때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에 �을 때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을 때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을 때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때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때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무�,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팔꿈치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및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이를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약 90�� 각도로 하여 �바로 90�� 각도로 하여 �바로각도로 하여 �바로 하여 �바로하여 �바로 �바로�바로 
�으십시오..

© 모니터를 정면에 �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모니터를 정면에 �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정면에 �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정면에 �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모니터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면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상부를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높이와 일치되도록 �려 시선 일치되도록 �려 시선일치되도록 �려 시선 �려 시선�려 시선 시선시선
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약간 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 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 향하게 하십시오.향하게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마우�를 키보드와 가�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마우�를 키보드와 가�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키보드와 가�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키보드와 가�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가�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가�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고,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필요한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경우,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손목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지지 받침대를 사용해지지 받침대를 사용해 받침대를 사용해받침대를 사용해 사용해사용해 
타이핑 중에 손목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 중에 손목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중에 손목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 손목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손목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 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가해지는 압�을 줄이십시오. 압�을 줄이십시오.압�을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줄이십시오..

© ����� ��를 편안한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를 편안한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를 편안한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를 편안한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편안한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편안한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장소에서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사용하고 ��문과 직사광선과 같 ��문과 직사광선과 같��문과 직사광선과 같 직사광선과 같직사광선과 같 같같
은 �부심의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 �부심의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부심의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원천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떨어져 있게 하십시오. 있게 하십시오.있게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 ��를 사용하는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를 사용하는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를 사용하는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를 사용하는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사용하는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사용하는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안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주기적으로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은 휴식을 취하십시오.�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휴식을 취하십시오.휴식을 취하십시오. 취하십시오.취하십시오..



�8 4장: 컴퓨터 사용하기장: 컴퓨터 사용하기: 컴퓨터 사용하기컴퓨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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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하면완료하면 �omputer(컴퓨터) �면에서 메모리 카드 드라이브 아이콘을 오
른쪽 클릭하고 Eject(꺼내기)를 클릭한 후 카드를 제거합니다.

카드를 �거나 복사하거나 포맷하거나 카드의 �이터를 삭제하는 중에 또는 
직후에 절�대로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우 �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터 소실을 방지하려면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기 전에 Win�ows 알� 영역
의 “Safe�y �emo�e Har�ware an� Eject Me�ia(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미디어 꺼내기)”를 사용하십시오.

메모리 카드 리더 사용하기 카드 리더 사용하기카드 리더 사용하기 리더 사용하기리더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디지털 카메라와 기타 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카메라와 기타 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카메라와 기타 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기타 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기타 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디지털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이미��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카드를 사용해 디지털 사진 사용해 디지털 사진사용해 디지털 사진 디지털 사진디지털 사진 사진사진 
또는 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 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파일을 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 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저장합니다.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 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시�템 전면 패�의 내장 메모리 카드 리더는 
여러 메모리 카드 드라이브에 쓰고 �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카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카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메모리 카드를 카드 ��에 삽입합니다.메모리 카드를 카드 ��에 삽입합니다. 카드를 카드 ��에 삽입합니다.카드를 카드 ��에 삽입합니다. 카드 ��에 삽입합니다.카드 ��에 삽입합니다. ��에 삽입합니다.��에 삽입합니다. 삽입합니다.삽입합니다..

�. Auto��ay(자� 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자� 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프로그�을 선택합니다.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 Auto��ay(자� 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자� 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않은 경우 작업 표시않은 경우 작업 표시 경우 작업 표시경우 작업 표시 작업 표시작업 표시 표시표시
줄에서 © 7 Start(시작) ��을 클릭하고 �omputer(컴퓨터)를 클릭한 후 
메모리 카드 아이콘을 �� 번 클릭해 카드에 있는 �이터에 �세�합니다.

© 각 카드 ��에는 �omputer(컴퓨터) �면에 표시되는 고유의 드라이브 아
이콘이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 리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메모리 카드 리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카드 리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카드 리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리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리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ED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메모리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카드로부터 �고 있을 때 또는 �고 있을 때 또는�고 있을 때 또는 있을 때 또는있을 때 또는 때 또는때 또는 또는또는 
메모리 카드에 쓰고 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 카드에 쓰고 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카드에 쓰고 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 쓰고 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쓰고 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 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있을 때 켜지고 ��거�니다. 때 켜지고 ��거�니다.때 켜지고 ��거�니다. 켜지고 ��거�니다.켜지고 ��거�니다. ��거�니다.��거�니다..

© 메모리 카드 고정부는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메모리 카드 고정부는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카드 고정부는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카드 고정부는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고정부는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고정부는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한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방향으로만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되어 있습니다. 카드 손 있습니다. 카드 손있습니다. 카드 손. 카드 손카드 손 손손
상을 방지하려면 카드를 ��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 방지하려면 카드를 ��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방지하려면 카드를 ��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 카드를 ��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카드를 ��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 ��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에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 �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제로 삽입하지 마십시오. 삽입하지 마십시오.삽입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마십시오..

© 미디어를 한 개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미디어를 한 개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한 개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한 개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개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개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이상의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카드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에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삽입하고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각 미디어를 ��적으로 사 미디어를 ��적으로 사미디어를 ��적으로 사 ��적으로 사��적으로 사 사사
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번에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개의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메모리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카드만 ��에 삽입하십시오. ��에 삽입하십시오.��에 삽입하십시오. 삽입하십시오.삽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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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드라이브 사용하기 드라이브 사용하기드라이브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광 디�� 삽입하기 디�� 삽입하기디�� 삽입하기 삽입하기삽입하기

광 디��를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디��를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디��를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시�템이 켜져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시�템이 켜져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드라이브 �이를 �니다.

�. 시�템이 켜져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시�템이 켜져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켜져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켜져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있을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때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커�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아래에 있는 꺼내 ��을 눌러 있는 꺼내 ��을 눌러있는 꺼내 ��을 눌러 꺼내 ��을 눌러꺼내 ��을 눌러 ��을 눌러��을 눌러 눌러눌러 
드라이브 �이를 �니다. �이를 �니다.�이를 �니다. �니다.�니다..

�. 디��를 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디��를 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 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 위로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위로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 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오게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 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하여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 광 드라이브에 �습니다.광 드라이브에 �습니다. 드라이브에 �습니다.드라이브에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4. 트레이를 밀어 �습니다.트레이를 밀어 �습니다. 밀어 �습니다.밀어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5. Auto��ay(자� 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자� 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실행)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에서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파일에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세�할 프로그�을 선택합니다. 프로그�을 선택합니다.프로그�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광 디�� 제거하기 디�� 제거하기디�� 제거하기 제거하기제거하기

광 디��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디��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디��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시�템이 켜져 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시�템이 켜져 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켜져 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켜져 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때,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다음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중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한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가지를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하여 트레이를 꺼�니다.하여 트레이를 꺼�니다. 트레이를 꺼�니다.트레이를 꺼�니다. 꺼�니다.꺼�니다..

© 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드라이브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 �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이 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 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 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아래에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 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있는 꺼내기 ��을 누�니다. 꺼내기 ��을 누�니다.꺼내기 ��을 누�니다. ��을 누�니다.��을 누�니다. 누�니다.누�니다..

© �omputer(컴퓨터) �면에서 �D/DVD 드라이브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
한 후 Eject(꺼내기)를 클릭합니다.

�. 디��를 디�� 트레이에서 제거합니다.디��를 디�� 트레이에서 제거합니다. 디�� 트레이에서 제거합니다.디�� 트레이에서 제거합니다. 트레이에서 제거합니다.트레이에서 제거합니다.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Auto��ay(자� 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자� 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실행)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이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컴퓨터에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있지 않은 경우 작업 표시 않은 경우 작업 표시않은 경우 작업 표시 경우 작업 표시경우 작업 표시 작업 표시작업 표시 표시표시
줄에서 Win�ows Win�ows© 7 Start(시작) ��을 클릭하고 �omputer(컴퓨터)를 클
릭한 후 �D/DVD 드라이브 아이콘을 �� 번 클릭해 드라이브에 있는 �이터
에 �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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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OG U9N 게임 키보드 사용하기
�G8580 Essentio ����� ��는 최적의 게임 경험을 위해 번들 ASUS �OG U9N 게임 
키보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ASUS �OG U9N 게임 키보드 설치하기

번들 �S/� - USB 어댑터를 사용하여 게임 키보드와 컴퓨터의 USB �.0 포트와 연
결합니다. 

1.

손목 패드를 게임 키보드의 손목 패드 ��에 정렬하여 삽입합니다(A). 양쪽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손목 패드를 제자리 할 때�지 아래로 밉니다(B). 

�.

ASUS �OG U9N 게임 키보드의 패키지 내용물 섹�을 확인하십시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Win�ows©가 자�으로 키보드에 필요한 모든 드라이�
를 설치합니다.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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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GX900 게임 마우� 사용하기
�G8580 Essentio ����� ��는 완전 게임 제어를 위해 번들 ASUS GX900 게임 마우
�를 제공합니다. 

ASUS GX900 게임 마우�의 패키지 내용물 섹�을 확인하십시오.

ASUS GX900 게임 마우�에는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 ��롤 휠, �개의 측면 단추, 
D�I 단추, 특별�� 만든 프로파일 전환 단추가 있습니다.

키 설� 키 설�

1 왼쪽 단추 7 GX900 로고

� 오른쪽 단추 8 IE 다음 단추

� ��롤 휠 9 IE 이전 단추

4 D�I 전환 10 마우� 발

5 프로파일 전환 단추/프로파일 표시기* 11 마우� 발 및 트윈-아이 레이저 센서

6 �ED D�I 표시기** 1� 무게 받침대(5 x 4.5g 블록)***

***마우� 무게를 조정하려면 무게 블록을 추가 또는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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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전환 �ED 정보

�ED 색 정보 

 없음 일반 프로파일

녹색 프로파일 1

�간색 프로파일  �

주황색 프로파일  �

**D�I 전환 �ED 정보

�ED 색 정보

� � D�I 레� 1

4 D�I 레� � 

프로그� 시작하기

컴퓨터에 미리 설치된 프로그�이 ASUS GX900 게임 마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합니다.

최초로 Win�ows© 7를 시작하기 전에 ASUS GX900 게임 마우�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 
프로그�이 마우�를 자�으로 검색하여 직접 �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들 지원 
DVD 에서 설치 유틸리티를 수�으로 설치해�� 합니다. 

컴퓨터가 자� 실행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 DVD 내용을 검색하여 GX900.exe 파일
을 �으십시오. GX900.exe 파일을 �� 번 클릭하여 프로그�을 시작합니다.

지원 DVD에서 프로그�을 설치하려면 지원 DVD를 광� 드라이브에 넣고 �면 안내에 
�라 프로그�을 시작합니다.

ASUS GX900 게임 마우� 설정하기

게임 마우�가 컴퓨터의 USB 포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이 자�
으로 마우�를 검색하여 주 메��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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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

항목 설명

1 각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프로파일 메��를 표시합니다.

� 프로파일 아이콘을 표시하여 프로파일 1-� 메��를 구성합니다.

� D�I 구성을 이전에 저장한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4 �라이더를 이�하여 각 레�에 대한 D�I 값을 조정합니다.

5 단추 설정을 이전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6 다른 프로파일 색 표시기 및 상태를 디�플레이합니다.

7 저장된 프로파일을 마우�로 로드합니다.

8 현재 프로파일 설정을 하드 디�� 드라이브로 저장합니다.

9 전체 마우� 설정을 공장 설정으로 초기�합니다.

10 사용자가 만든 설정을 저장합니다.

11 사용자가 만든 설정을 저장하고 프로그�을 종료합니다.

* 각 프로파일은 �개의 D�I 레�을 제공합니다. �개의 D�I 전환 �ED에 �이 들어 오면 
레� 1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4개 �ED에 �이 들어오면 레�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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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1 메��

항목 설명

1 편집 메��를 �어 프로파일 이름 및 아이콘을 변경합니다.

� 원하는 프로파일 이름을 입�합니다.

� 프로파일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습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각 단추/작업에 대한 기능을 선택합니다.

* 세부 정보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항목 설명

왼쪽 단추 왼쪽 마우� 단추 기능

오른쪽 단추 오른쪽 마우� 단추 기능

중간 단추 중간 마우� 단추 기능

이전 페이지
IE 이전 단추 기능 선택하면 단추를 누를 경우 이전 페이지로 �아
갑니다.

다음 페이지
IE 다음 단추 기능 선택하면 단추를 누를 경우 다음 페이지로 이�
합니다.



한
국

어

한
국

어

ASUS �G8580 45

한
국

어

한
국

어

항목 설명

키보드 키 입� 또는 키 입� �서를 실행합니다.

매�로
편집 매�로 메��를 통해 편집할 수 있는 명령 또는 일련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세부 정보는 Macro(매�로) 메��를 참조하십시오.

Script #1-6(��
�트)

E�it Script(���트 편집) 메��를 통해 편집할 수 있는 ���트
를 실행합니다. 세부 정보는 E�it Script(���트 편집) 메��를 참
조하십시오.

D�I [+] D�I 값을 증가시킵니다.

D�I [-] D�I 값을 감소시킵니다.

D�I 레� 1/�를 D�I 레� 1/�를 사용합니다.

프로파일 전환 프로파일 전환 �� 기능을 합니다.

Norma�(일반 프로
파일)

단추를 누르면 일반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rofi�e 1/�/�(사
용자 프로파일 
1/�/�/)

사용자 지정 프로파일 1/�/�을 사용합니다.

휠(왼쪽/오른쪽)

휠이 기울어진 상태에 �라 왼쪽/오른쪽으로 ��롤합니다.

Win�ows© 7/Vista 운영 체제에서 Microsoft© Office 
응용프로그�에서만 작�합니다.

�api� �ire (마
우�)

공격 게임에서 rapi� fire를 실행하며 왼쪽 마우�를 �번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api� �ire (키)
�페이�바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게임에서 rapi� fire를 실행하며 
키보드에서 �페이�바를 �번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 브라우저 기본 �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이메일 기본 이메일 애플리케이�을 시작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기본 미디어 플레이어를 시작합니다.

재생/일시 정지

사용 중인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 제어 �� 기능을 합니다.
중지

다음 트랙

이전 트랙

볼륨 증가/감소 시�템 볼륨을 증가/감소시킵니다.

음소거 볼륨의 음소거 모드를 켜거나 �니다.

계산기 계산기 프로그�을 시작합니다.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을 �니다.

사용 안 함 마우�가 선택한 마우� 단추를 비�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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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 Macro(매�로 편집) 메��

항목 설명

매�로 편집 E�it Macro(매�로 편집) 메��를 �니다.

타이밍
누르는 단추와 해제하는 단추 사이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기본: 1� 
밀리초)

삽입
체�하면 선택한 지침 전에 새 지침이 삽입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지침이 우선 �위로 주어집니다.

Start*(시작) 키 입� 및/또는 마우� 작업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중지 키 입� 및/또는 마우� 작업 기록을 중지합니다.

지우기 모든 저장된 지침을 삭제합니다.

위/아래로 이� 선택한 지침을 위/아래로 이�합니다.

지침 주기 시간
타이밍을 선택 해제하면 모든 작업의 지연 시간이 드롭다운 목록에
서 선택한 값이 됩니다.

반복 클릭하면 매�로가 실행되고 다시 클릭하면 중지됩니다.

�ire 한 번 클릭하면 매�로를 한 번 실행합니다.

Keeping fire
��을 누르고 있는 �안 매�로를 실행하고 해제하면 매�로가 중
단됩니다.

내보내기 현재 매�로를 하드 디�� 드라이브로 저장합니다.

가져오기 하드 디�� 드라이브에서 매�로를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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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편집 메��

항목 설명

���트 편집 E�it Script(���트 편집) 메��를 �니다.

타이밍
누르는 단추와 해제하는 단추 사이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기본: 1� 
밀리초)

삽입
체�하면 선택한 지침 전에 새 지침이 삽입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지침이 우선 �위로 주어집니다.

시작 키 입� 및/또는 마우� 작업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중지 키 입� 및/또는 마우� 작업 기록을 중지합니다.

지우기 모든 저장된 지침을 삭제합니다.

위/아래로 이� 선택한 지침을 위/아래로 이�합니다.

지침 주기 시간
타이밍을 선택 해제하면 모든 작업의 지연 시간이 드롭다운 목록에
서 선택한 값이 됩니다.

반복 클릭하면 ���트가 실행되고 다시 클릭하면 중지됩니다.

�ire 한 번 클릭하면 ���트를 한 번 실행합니다.

Keeping fire
��을 누르고 있는 �안 ���트를 실행하고 해제하면 ���트
가 중단됩니다.

내보내기 현재 ���트를 하드 디�� 드라이브로 저장합니다.

가져오기 하드 디�� 드라이브에서 ���트를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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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장
인터넷에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DS�/케이블 모뎀을 통해 연결하기케이블 모뎀을 통해 연결하기 모뎀을 통해 연결하기모뎀을 통해 연결하기 통해 연결하기통해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DS�/케이블 모뎀을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케이블 모뎀을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모뎀을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모뎀을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DS�/케이블 모뎀을 설정합니다.케이블 모뎀을 설정합니다. 모뎀을 설정합니다.모뎀을 설정합니다.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유선 연결 연결연결
�J-45 케이블을 사용해 컴퓨터를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케이블을 사용해 컴퓨터를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 사용해 컴퓨터를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사용해 컴퓨터를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 컴퓨터를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컴퓨터를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 DS�/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케이블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 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모뎀 또는 �거리 네트워� 또는 �거리 네트워�또는 �거리 네트워� �거리 네트워��거리 네트워� 네트워�네트워�
(�AN)에 연결합니다.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J-45 케이블의 한쪽을 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케이블의 한쪽을 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 한쪽을 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한쪽을 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 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 �AN (�J-45) 포트에 연결하포트에 연결하 연결하연결하
고 반대쪽을 DS�/케이블 모뎀에 연결합니다. 반대쪽을 DS�/케이블 모뎀에 연결합니다.반대쪽을 DS�/케이블 모뎀에 연결합니다. DS�/케이블 모뎀에 연결합니다.케이블 모뎀에 연결합니다. 모뎀에 연결합니다.모뎀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DS�/케이블 모뎀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케이블 모뎀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뎀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모뎀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 DS�/케이블 모뎀과 컴퓨터를 켭니다.케이블 모뎀과 컴퓨터를 켭니다. 모뎀과 컴퓨터를 켭니다.모뎀과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켭니다.컴퓨터를 켭니다. 켭니다.켭니다..

4. 필요한 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필요한 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 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을 구성합니다.설정을 구성합니다.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내용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내용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 해당 인터넷 서해당 인터넷 서 인터넷 서인터넷 서 서서
비� 공급자(IS�)에게 문의하십시오. 공급자(IS�)에게 문의하십시오.공급자(IS�)에게 문의하십시오.(IS�)에게 문의하십시오.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USB3.0/UASP

USB KB/MS

Modem

RJ-45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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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네트워�(�AN)를 통해 연결하기 네트워�(�AN)를 통해 연결하기네트워�(�AN)를 통해 연결하기(�AN)를 통해 연결하기를 통해 연결하기 통해 연결하기통해 연결하기 연결하기연결하기
�AN을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을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통해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J-45 케이블의 한쪽을 컴퓨터 후면 패�의 �AN (�J-45) 포트에 연결하
고 다른 한쪽을 �AN에 연결합니다.

�. 컴퓨터를 켭니다.컴퓨터를 켭니다. 켭니다.켭니다..

�. 필요한 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필요한 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 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인터넷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을 구성합니다.설정을 구성합니다.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내용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내용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또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연결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설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대해서는 네트워� 관리대해서는 네트워� 관리 네트워� 관리네트워� 관리 관리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USB3.0/UASP

USB KB/MS

RJ-45 cable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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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연결(일부 모델만 해당) 연결(일부 모델만 해당)연결(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 모델만 해당)모델만 해당) 해당)해당))
컴퓨터를 무선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무선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무선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인터넷에 연결합니다.인터넷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무선 연결을 하려면 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 연결을 하려면 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연결을 하려면 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 하려면 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하려면 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 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무선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 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접속장치(A�)에 연결해�� 합니다.(A�)에 연결해�� 합니다.에 연결해�� 합니다. 연결해�� 합니다.연결해�� 합니다. 합니다.합니다..

USB3.0/UASP

USB KB/MS

USB KB/MS

Wireless AP

Modem

USB3.0/UASP

USB KB/MS

Wireless AP

Modem

무선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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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전파 신호의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무선 전파 신호의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 전파 신호의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전파 신호의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 신호의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신호의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 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범위와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 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감도를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 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높이려면, 외부 안테나를 ASUS W�AN, 외부 안테나를 ASUS W�AN외부 안테나를 ASUS W�AN 안테나를 ASUS W�AN안테나를 ASUS W�AN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합니다.안테나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커넥터에 연결합니다.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최상의 무선 성능을 발휘하려면 안테나를 컴퓨터 위에 �으십시오.

© 외부 안테나는 선택 품목입니다.외부 안테나는 선택 품목입니다. 안테나는 선택 품목입니다.안테나는 선택 품목입니다. 선택 품목입니다.선택 품목입니다. 품목입니다.품목입니다..

무선 네트워�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네트워�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네트워�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알� 영역의 네트워� 아이콘알� 영역의 네트워� 아이콘 영역의 네트워� 아이콘영역의 네트워� 아이콘 네트워� 아이콘네트워� 아이콘 아이콘아이콘  을 클릭해 이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을 클릭해 이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 클릭해 이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클릭해 이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 이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이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 가능한 무선 네트워�를가능한 무선 네트워�를 무선 네트워�를무선 네트워�를 네트워�를네트워�를 
표시합니다..

�. 연결할 장치를 무선 네트워�를 선택한 후연결할 장치를 무선 네트워�를 선택한 후 장치를 무선 네트워�를 선택한 후장치를 무선 네트워�를 선택한 후 무선 네트워�를 선택한 후무선 네트워�를 선택한 후 네트워�를 선택한 후네트워�를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onnect(연결)를 클릭합니다.

�. 보안 무선 네트워�의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보안 무선 네트워�의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 무선 네트워�의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무선 네트워�의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 네트워�의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네트워�의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네트워� 보안 키를 입�한 후 보안 키를 입�한 후보안 키를 입�한 후 키를 입�한 후키를 입�한 후 입�한 후입�한 후 후후 OK(확인)를 클릭합
니다.

4. 컴퓨터가 무선 네트워�에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컴퓨터가 무선 네트워�에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 무선 네트워�에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무선 네트워�에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 네트워�에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네트워�에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 연결되는 �안 기다�니다.연결되는 �안 기다�니다. �안 기다�니다.�안 기다�니다. 기다�니다.기다�니다..

5. 무선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무선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연결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이�어지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연결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상태가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표시되고 네트워� 아이표시되고 네트워� 아이 네트워� 아이네트워� 아이 아이아이

콘이 연결 성공 연결 성공연결 성공 성공성공  상태를 표시합니다.상태를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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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AI Suite II
ASUS AI Suite II는 여러 ASUS 유틸리티를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는 여러 ASUS 유틸리티를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 여러 ASUS 유틸리티를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여러 ASUS 유틸리티를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 ASUS 유틸리티를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유틸리티를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 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통합하고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 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사용하자 이러한 유틸리 이러한 유틸리이러한 유틸리 유틸리유틸리
티들을 �시에 실행하고 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시에 실행하고 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시에 실행하고 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실행하고 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실행하고 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작�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수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있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하는 통합 인터페이�입니다. 통합 인터페이�입니다.통합 인터페이�입니다. 인터페이�입니다.인터페이�입니다..

AI Suite II 사용하기사용하기
AI Suite II는 Win�ows는 Win�ows Win�ows© 운영체제에 들어가면 자�으로 시작됩니다. AI Suite II 
아이콘이 Win�ows© 알� 영역에 표시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AI Suite II 주 
메�� 모음이 표시됩니다.

각 ��을 클릭해 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을 클릭해 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을 클릭해 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클릭해 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클릭해 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유틸리티를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선택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및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실행하고,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시�템을 모니터�하고, 마더 모니터�하고, 마더모니터�하고, 마더, 마더마더
보드 BIOS를 업�이트하고, 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 BIOS를 업�이트하고, 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를 업�이트하고, 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 업�이트하고, 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업�이트하고, 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 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시�템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 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정보를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 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표시하고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 AI Suite II의 설정을 사용의 설정을 사용 설정을 사용설정을 사용 사용사용
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지원 DVD와 복구 DVD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DVD와 복구 DVD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와 복구 DVD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복구 DVD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복구 DVD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DVD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 수 있습니다. 복구수 있습니다. 복구 있습니다. 복구있습니다. 복구. 복구복구 
파티� 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사용해 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사용해 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지원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DVD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와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복구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DV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수 있습니다. 자세수 있습니다. 자세 있습니다. 자세있습니다. 자세. 자세자세
한 내용은 이 장의 내용은 이 장의내용은 이 장의 이 장의이 장의 장의장의 시�템 복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Too�(도구) 메��의 응용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도구) 메��의 응용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 메��의 응용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메��의 응용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 응용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응용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 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프로그�은 모델마다 다�니다. 모델마다 다�니다.모델마다 다�니다. 다�니다.다�니다.. 

© 사용설명서의 AI Suite II ��린샷은 참조용일 �입니다. 실제 ��린샷은실제 ��린샷은 ��린샷은��린샷은 
모델마다 다�니다. 다�니다.다�니다..

유틸리티를 선택하려
는 경우 클릭

센서 또는 ��U 주파수
를 모니터�하려는 경
우 클릭

마더보드 BIOS를 
업�이트하려는 경
우 클릭

시�템 정보를 표시
하려는 경우 클릭

인터페이�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는 
경우 클릭

ASUS 지원 정보지원 정보 정보정보
를 표시하려는 경우 표시하려는 경우표시하려는 경우 경우경우
에 클릭 클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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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메�� 메��메��
Too�(도구) 메��에는 System �e�e� Up , �robe II 패�, Sensor �ecor�er(센서 
레�더) 패�이 있습니다, 및 Ai �harger+.및 Ai �harger+.

시�템 수� 증가

System �e�e� Up(시�템 수� 증가)로 프로파일 설정 시 Win�ows© 환경에서 시�템을 
오�클록할 수 있습니다.

System �e�e� up(시�템 수� 증가)를 시작하려면,AI Suite II 도구 모음에서 Too�(도
구) > System �e�e� Up(시�템 수� 증가)을 클릭합니다.

�

기능 설정에서 시�템 수� 증가 프로파일 교환용 핫 키를 할당합니다. 핫 키 설정을 수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을 참조하십시오.

�가지 방법으로 시�템 수� 증가를 조정합니다: 
 
BIOS

BIOS 설정 프로그�에서 AI Tweaker > System �e�e� Up을 클릭하여 원하는 옵�을 
선택합니다.

O� 단추

전면 패�의 왼쪽 상단 �너에 있는 O� 단추를 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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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 II 실행 및 구성하기실행 및 구성하기 및 구성하기및 구성하기 구성하기구성하기

�robe II는 컴퓨터의 중요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는 컴퓨터의 중요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 컴퓨터의 중요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컴퓨터의 중요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 중요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중요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 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구성부품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 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모니터�하고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 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이러한 구성부품들의 문제를 구성부품들의 문제를구성부품들의 문제를 문제를문제를 
감지하여 경고하는 유틸리티입니다. �robe II는 특�� �� 회전, ��U 온도, 시� 경고하는 유틸리티입니다. �robe II는 특�� �� 회전, ��U 온도, 시�경고하는 유틸리티입니다. �robe II는 특�� �� 회전, ��U 온도, 시� 유틸리티입니다. �robe II는 특�� �� 회전, ��U 온도, 시�유틸리티입니다. �robe II는 특�� �� 회전, ��U 온도, 시�. �robe II는 특�� �� 회전, ��U 온도, 시�는 특�� �� 회전, ��U 온도, 시� 특�� �� 회전, ��U 온도, 시�특�� �� 회전, ��U 온도, 시� �� 회전, ��U 온도, 시��� 회전, ��U 온도, 시� 회전, ��U 온도, 시�회전, ��U 온도, 시�, ��U 온도, 시�온도, 시�, 시�시�
템 전압을 감지합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항상 정상적 작� 상태에 전압을 감지합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항상 정상적 작� 상태에전압을 감지합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항상 정상적 작� 상태에 감지합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항상 정상적 작� 상태에감지합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항상 정상적 작� 상태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항상 정상적 작�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be II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AI Suite II 주 메�� 모음에서주 메�� 모음에서 메�� 모음에서메�� 모음에서 모음에서모음에서 Too�(도구) > �robe II를 클릭합니다.

�robe II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센서를 작�하거나 센서 임계값을 조정하려면센서를 작�하거나 센서 임계값을 조정하려면 작�하거나 센서 임계값을 조정하려면작�하거나 센서 임계값을 조정하려면 센서 임계값을 조정하려면센서 임계값을 조정하려면 임계값을 조정하려면임계값을 조정하려면 조정하려면조정하려면 Vo�tage/Temperature/�an 
Spee�(전압/온도/�� 속도) 탭을 클릭하십시오. 

© �reference(환경 설정) 탭에서 센서 경고의 시간 간격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거나 온도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센서에 대한 기본 
임계값 로드

변경 내용 적용
저장된 구성 로드

구성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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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리�더 실행 및 구성하기 리�더 실행 및 구성하기리�더 실행 및 구성하기 실행 및 구성하기실행 및 구성하기 및 구성하기및 구성하기 구성하기구성하기

Sensor �ecor�er(센서 리�더)에서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센서 리�더)에서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 리�더)에서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리�더)에서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에서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에서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 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시�템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 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전압,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 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온도 및 �� 속도의 변�를 모 및 �� 속도의 변�를 모및 �� 속도의 변�를 모 �� 속도의 변�를 모�� 속도의 변�를 모 속도의 변�를 모속도의 변�를 모 변�를 모변�를 모 모모
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Sensor �ecor�er(센서 리�더)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센서 리�더)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리�더)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리�더)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AI Suite II 주 메�� 모음에서주 메�� 모음에서 메�� 모음에서메�� 모음에서 모음에서모음에서 Too�(도구) > Sensor �ecor�er(센서 리�
더)를 클릭합니다.

Sensor �ecor�er(센서 레�더)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Vo�tage/Temperature/�an Spee�(전압/온도/�� 속도) 탭을 클릭한 후 모
니터�하려는 센서를 선택합니다. 

© History �ecor�(이� 기록) 탭에서 �성�하는 센서의 변경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할 센
서 선택

Y축을 확대/축소하려는 경우 클릭

X축을 확대/축소하려는 경우 클릭
기본 모드로 �아가려는 경모드로 �아가려는 경 �아가려는 경�아가려는 경 경경
우에 클릭 클릭클릭

일정 시간 �안
의 상태를 보
려는 경우 끌
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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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harger+ 시작 및 구성하기

�특하고 �른 충전 소프트웨어인 Ai �harger+는 B� 
1.1* 모바일 장치를 컴퓨터 USB 포트에서 일반 USB 장
치**보다 �배 �르게 충전합니다. 

© Ai �harger+는 USB �.0 포트에서만 작�하며 ��가 S0 상태인 경우에만 충전을 시
작합니다.  

© Ai �harger+는 S0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가 S�/S4/S5 상태에 있어도 
연결된 USB 장치를 충전합니다.

© * B� 1.1 기능을 지원하는지 USB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 ** 실제충전 속도는 USB 장치 조건에 �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상 충정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Ai �harger+ �성� 또는 비�성�한 후 USB 

장치를 제거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Ai �harger+를 시작하려면, AI Suite II 주 메�� 모음에서 Too� > Ai �harger+를 클릭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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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패� ��U 주파수 패�오른쪽 패�에 상주(시�템 정보 영역)

센서 패� 실행하기 패� 실행하기패� 실행하기 실행하기실행하기

Sensor(센서) 패�은 �� 회전, ��U 온도 및 전압과 같은센서) 패�은 �� 회전, ��U 온도 및 전압과 같은) 패�은 �� 회전, ��U 온도 및 전압과 같은패�은 �� 회전, ��U 온도 및 전압과 같은 �� 회전, ��U 온도 및 전압과 같은 
시�템 센서의 현재값을 표시합니다. 

Sensor(센서) 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센서) 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AI Suite II 주 메�� 모음에서주 메�� 모음에서 메�� 모음에서메�� 모음에서 모음에서모음에서 Monitor(모니터�) > Sensor(센서)를 클릭합니
다.

��U 주파수 패� 실행하기주파수 패� 실행하기 패� 실행하기패� 실행하기 실행하기실행하기

��U �requency(��U 주파수) 패�은 현재의 ��U 주파수와 ��U 사용�을 표주파수) 패�은 현재의 ��U 주파수와 ��U 사용�을 표) 패�은 현재의 ��U 주파수와 ��U 사용�을 표패�은 현재의 ��U 주파수와 ��U 사용�을 표 현재의 ��U 주파수와 ��U 사용�을 표
시합니다.

��U 주파수 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주파수 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AI Suite II 주 메�� 모음에서주 메�� 모음에서 메�� 모음에서메�� 모음에서 모음에서모음에서 Monitor(모니터�) > ��U �requency(��U 주
파수)를 클릭합니다. 

모니터� 메�� 메��메��
Monitor(모니터�) 메��에는 Sensor(센서) 패�과 ��U 
�requency(��U 주파수) 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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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운 ASUS �T� 사이트를가장 가�운 ASUS �T� 사이트를 가�운 ASUS �T� 사이트를가�운 ASUS �T� 사이트를 ASUS �T� 사이트를사이트를 
선택해 네트워� 트래픽을 피합니 네트워� 트래픽을 피합니네트워� 트래픽을 피합니 트래픽을 피합니트래픽을 피합니 피합니피합니
다.. 

 BIOS 다운그레이드 및 자� BIOS다운그레이드 및 자� BIOS 및 자� BIOS및 자� BIOS 자� BIOS자� BIOS BIOS 
백업 기능을 �성�하려면 �� 항목 기능을 �성�하려면 �� 항목기능을 �성�하려면 �� 항목 �성�하려면 �� 항목�성�하려면 �� 항목 �� 항목�� 항목 항목항목
의 확인�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확인�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 다운로드하려는 BIOS �전을 선택다운로드하려는 BIOS �전을 선택 BIOS �전을 선택�전을 선택 선택선택
한 후 후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어떤 업�이트된 �전도 감지되지어떤 업�이트된 �전도 감지되지 업�이트된 �전도 감지되지업�이트된 �전도 감지되지 �전도 감지되지�전도 감지되지 감지되지감지되지 
않으면, BIOS 서�에 새 BIOS 파, BIOS 서�에 새 BIOS 파서�에 새 BIOS 파 새 BIOS 파새 BIOS 파 BIOS 파파
일이 없음을 알려 주는 메시지가 표 없음을 알려 주는 메시지가 표없음을 알려 주는 메시지가 표 알려 주는 메시지가 표알려 주는 메시지가 표 주는 메시지가 표주는 메시지가 표 메시지가 표메시지가 표 표표
시됩니다..

업�이트 메�� 메��메��
Up�ate(업�이트) 메��에서 마더보드 BIOS와 BIOS 부�� 로업�이트) 메��에서 마더보드 BIOS와 BIOS 부�� 로) 메��에서 마더보드 BIOS와 BIOS 부�� 로메��에서 마더보드 BIOS와 BIOS 부�� 로 마더보드 BIOS와 BIOS 부�� 로마더보드 BIOS와 BIOS 부�� 로 BIOS와 BIOS 부�� 로와 BIOS 부�� 로 BIOS 부�� 로부�� 로 로로
고를 ASUS가 설계한 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 ASUS가 설계한 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가 설계한 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 설계한 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설계한 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 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업�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 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유틸리티를 사용해 업�이 사용해 업�이사용해 업�이 업�이업�이
트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ASUS Up�ate

ASUS Up�ate로 Win�ows© OS의 마더보드 BIOS를 관리, 저장 및 업�이트할 수 
있습니다. ASUS Up�ate 유틸리티로 BIOS를 인터넷에서 직접 업�이트 , 최신 
BIOS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BIOS를 업�이트된 BIOS 파일에서 업�이트, 
또는 현재의 BIOS 파일을 저장하거나 BIOS �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BIOS 업�이트하기 통해 BIOS 업�이트하기통해 BIOS 업�이트하기 BIOS 업�이트하기업�이트하기

인터넷을 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 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를 업�이트하려면 다음 업�이트하려면 다음업�이트하려면 다음 다음다음
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ASUS Up�ate �면에서�면에서 Up�ate BIOS 
from Internet(인터넷에서 BIOS 업�
이트)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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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파일을 통해 BIOS 업�이트하기파일을 통해 BIOS 업�이트하기 통해 BIOS 업�이트하기통해 BIOS 업�이트하기 BIOS 업�이트하기업�이트하기
BIOS 파일을 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파일을 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통해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BIOS를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업�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ASUS Up�ate �면에서�면에서 Up�ate 
BIOS from fi�e(파일에서 BIOS 업�
이트)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
릭합니다.

4. 전원 공급 자체 테�트(�ower-On전원 공급 자체 테�트(�ower-On 공급 자체 테�트(�ower-On공급 자체 테�트(�ower-On 자체 테�트(�ower-On자체 테�트(�ower-On 테�트(�ower-On테�트(�ower-On(�ower-On-OnOn 
Se�f-Tests: �OST) 중에 �면에 표중에 �면에 표 �면에 표�면에 표 표표
시되는 이미지인 부�� 로고를 변경 이미지인 부�� 로고를 변경이미지인 부�� 로고를 변경 부�� 로고를 변경부�� 로고를 변경 로고를 변경로고를 변경 변경변경
하려면 Yes(예)를 클릭합니다. 그렇
지 않을 경우 No(아니요)를 클릭합
니다.

5. �면 표시 안내에 �라 업�이트 과�면 표시 안내에 �라 업�이트 과
정을 완료합니다.

�. Open(�기) ��에서 BIOS 파일�기) ��에서 BIOS 파일) ��에서 BIOS 파일��에서 BIOS 파일 BIOS 파일파일
을 �아 �아�아 Open(�기)을 클릭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전원 공급 자체 테�트(�ower-On전원 공급 자체 테�트(�ower-On 공급 자체 테�트(�ower-On공급 자체 테�트(�ower-On 자체 테�트(�ower-On자체 테�트(�ower-On 테�트(�ower-On테�트(�ower-On(�ower-On-OnOn 
Se�f-Tests: �OST) 중에 �면에 표중에 �면에 표 �면에 표�면에 표 표표
시되는 이미지인 부�� 로고를 변경 이미지인 부�� 로고를 변경이미지인 부�� 로고를 변경 부�� 로고를 변경부�� 로고를 변경 로고를 변경로고를 변경 변경변경
하려면 Yes(예)를 클릭합니다. 그렇
지 않을 경우 No(아니요)를 클릭합
니다.

4. �면 표시 안내에 �라 업�이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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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템 정보 �면 정보 �면정보 �면 �면�면
System Information(시�템 정보) �면에서는 마더보시�템 정보) �면에서는 마더보 정보) �면에서는 마더보정보) �면에서는 마더보) �면에서는 마더보�면에서는 마더보 마더보마더보
드, ��U, 메모리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U, 메모리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메모리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정보를 표시합니다.정보를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 MB 탭을 클릭하여 마더보드 제조업
체, 제품 이름, �전 및 BIOS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U 탭을 클릭하여 프로세서와 캐
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 Memory(메모리) 탭을 클릭한 후 메
모리 ��을 선택해 해당 ��에 설
치된 메모리 모듈에 대한 세부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시�템 정보 �면 정보 �면정보 �면 �면�면
System Information(시�템 정보) �면에서는 마더보시�템 정보) �면에서는 마더보 정보) �면에서는 마더보정보) �면에서는 마더보) �면에서는 마더보�면에서는 마더보 마더보마더보
드, ��U, 메모리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U, 메모리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메모리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정보를 표시합니다.정보를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 MB 탭을 클릭하여 마더보드 제조업
체, 제품 이름, �전 및 BIOS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U 탭을 클릭하여 프로세서와 캐
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 Memory(메모리) 탭을 클릭한 후 메
모리 ��을 선택해 해당 ��에 설
치된 메모리 모듈에 대한 세부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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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면 �면�면
Settings(설정) �면에서는 주 메�� 모음 설정과 인설정) �면에서는 주 메�� 모음 설정과 인) �면에서는 주 메�� 모음 설정과 인�면에서는 주 메�� 모음 설정과 인 주 메�� 모음 설정과 인주 메�� 모음 설정과 인 메�� 모음 설정과 인메�� 모음 설정과 인 모음 설정과 인모음 설정과 인 설정과 인설정과 인 인인
터페이� ��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으로 �성�하려는 응용 프로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응용 프로그�으로 �성�하려는 응용 프로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메�� 모음으로 메�� 모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으로 인터페이�의 명�, 밝기, �도, 색조 및 감마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isk(디��) 탭을 클릭한 후 각 디
��를 선택해 디��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면 �면�면
Support(지원) �면에서는 ASUS �사지원) �면에서는 ASUS �사) �면에서는 ASUS �사�면에서는 ASUS �사 ASUS �사�사
이트, 기술 지원 �사이트, 다운로드 지, 기술 지원 �사이트, 다운로드 지기술 지원 �사이트, 다운로드 지 지원 �사이트, 다운로드 지지원 �사이트, 다운로드 지 �사이트, 다운로드 지�사이트, 다운로드 지, 다운로드 지다운로드 지 지지
원 �사이트 또는 문의 정보에 대한 정 �사이트 또는 문의 정보에 대한 정�사이트 또는 문의 정보에 대한 정 또는 문의 정보에 대한 정또는 문의 정보에 대한 정 문의 정보에 대한 정문의 정보에 대한 정 정보에 대한 정정보에 대한 정 대한 정대한 정 정정
보를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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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을 실행하면 AI Manager 아이콘이 Win�ows 프로그�을 실행하면 AI Manager 아이콘이 Win�ows프로그�을 실행하면 AI Manager 아이콘이 Win�ows 실행하면 AI Manager 아이콘이 Win�ows실행하면 AI Manager 아이콘이 Win�ows AI Manager 아이콘이 Win�ows아이콘이 Win�ows Win�ows© 작업 표시줄에 표
시됩니다.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 �른 메�� 모음과 주 �� 사이
에서 전환할 수 있고, �른 메�� 모음 또는 작업 표
시줄에서 AI Manager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ASUS AI Manager

ASUS AI Manager는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는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 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응용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 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프로그�을 �르고 간편하게 �세� �르고 간편하게 �세��르고 간편하게 �세� 간편하게 �세�간편하게 �세� �세��세�
할 수 있게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수 있게 하는 유틸리티입니다.수 있게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있게 하는 유틸리티입니다.있게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하는 유틸리티입니다.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입니다.유틸리티입니다..

AI Manager 실행하기실행하기
AI Manager를 Win�ows를 Win�ows Win�ows© 바탕 �면에서 실행하려면 Start(시작) > A�� 
�rograms(모든 프로그�) > ASUS > AI Manager > AI Manager 1.xx.xx를 
클릭합니다. AI Manager �른 메�� 모음이 바탕 �면에 나타납니다.



64 6장: 유틸리티 사용하기장: 유틸리티 사용하기: 유틸리티 사용하기유틸리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한
국

어

한
국

어

한
국

어

한
국

어

클릭하여 확장 또는 복원 

AI Manager �른 메�� 모음�른 메�� 모음 메�� 모음메�� 모음 모음모음
AI Manager �른 메�� 모음에서 바탕 �면 공간을 절�약하고 ASUS 유틸리
티를 실행할 수 있게 하거나 시�템 정보를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Main(주) 메�� 탭,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주) 메�� 탭,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 메�� 탭,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메�� 탭,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 탭,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탭,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 My �a�orites(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내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 ���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기) 탭, Support(지원) 탭 또는) 탭, Support(지원) 탭 또는탭, Support(지원) 탭 또는, Support(지원) 탭 또는지원) 탭 또는) 탭 또는탭 또는 또는또는 
Information(정보) 탭 가운�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정보) 탭 가운�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탭 가운�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탭 가운�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가운�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가운�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하나를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클릭해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내용을 표시합니다.내용을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최대�/복원 ��/복원 ��복원 �� ����  을 클릭해 전체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을 클릭해 전체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클릭해 전체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클릭해 전체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전체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전체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과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른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메��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모음 사이에서 전환할 수 사이에서 전환할 수사이에서 전환할 수 전환할 수전환할 수 수수 
있습니다. AI Manager를 작업 표시줄에 ��려면 최소� ��. AI Manager를 작업 표시줄에 ��려면 최소� ��를 작업 표시줄에 ��려면 최소� �� 작업 표시줄에 ��려면 최소� ��작업 표시줄에 ��려면 최소� �� 표시줄에 ��려면 최소� ��표시줄에 ��려면 최소� �� ��려면 최소� ����려면 최소� �� 최소� ��최소� �� ����  을 클릭합니다.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AI Manager를 종료하려면 ��ose(�기) ��를 종료하려면 ��ose(�기) �� 종료하려면 ��ose(�기) ��종료하려면 ��ose(�기) �� ��ose(�기) ���기) ��) ����  을 클릭합니다.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주 메�� 메��메��

Main(주) 메��에는 세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 메��에는 세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에는 세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메��에는 세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세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AI Disk, AI 
Security, AI Booting. Main(주) 메�� 아이콘의 ��표를 클릭해 주 메��에서 
유틸리티를 �습니다.

주 메�� 메��메��

내 ���기 ���기���기

지원

정보

끝내기 �� ����
주 ��으로 전환 ��으로 전환��으로 전환 전환전환
도구 모음에 추가 모음에 추가모음에 추가 추가추가

AI Disk

AI Disk를 사용해 임시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를 사용해 임시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 사용해 임시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사용해 임시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 임시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임시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 IE 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파일,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 IE �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기,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 IE U��, IE 검색 기록 또는 휴검색 기록 또는 휴 기록 또는 휴기록 또는 휴 또는 휴또는 휴 휴휴
지통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지울 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지울 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수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있습니다.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른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메��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모음에서 AI Disk 아이콘을 AI Disk 아이콘을아이콘을 
클릭해 전체 AI Disk ��을 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 전체 AI Disk ��을 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전체 AI Disk ��을 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 AI Disk ��을 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을 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 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표시하고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 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지우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 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항목을 선택합니다. 완료하 선택합니다. 완료하선택합니다. 완료하. 완료하완료하
면 App�y(적용)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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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ecurity

AI Security를 사용해 USB 플래시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를 사용해 USB 플래시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 사용해 USB 플래시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사용해 USB 플래시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 USB 플래시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플래시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 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디��와 �D/DVD 디��와 같은 장치 �D/DVD 디��와 같은 장치디��와 같은 장치 같은 장치같은 장치 장치장치
의 승인되지 않은 �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승인되지 않은 �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않은 �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않은 �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세�를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방지하기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한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장치를 �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AI Security를 처음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AI Security를 처음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AI Security를 처음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를 처음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처음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처음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사용할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때,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호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설정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여부를 �는 ��문이 표시됩 �는 ��문이 표시됩�는 ��문이 표시됩 ��문이 표시됩��문이 표시됩 표시됩표시됩
니다. 최대 �0자의 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 최대 �0자의 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최대 �0자의 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 �0자의 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자의 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 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영�자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 문자를 �호로 입�합니다.문자를 �호로 입�합니다. �호로 입�합니다.�호로 입�합니다. 입�합니다.입�합니다..

 �. �호를 확인합니다.�호를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호 �트를 입�합니다(권장).�호 �트를 입�합니다(권장). �트를 입�합니다(권장).�트를 입�합니다(권장). 입�합니다(권장).입�합니다(권장).(권장).권장).).

 4. 완료하면완료하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5. �그려는 장치를 선택한 후�그려는 장치를 선택한 후 장치를 선택한 후장치를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App�y(적용)를 클릭합니다.

 6. 이전에 설정한 �호를 입�한 후이전에 설정한 �호를 입�한 후 설정한 �호를 입�한 후설정한 �호를 입�한 후 �호를 입�한 후�호를 입�한 후 입�한 후입�한 후 후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장치를 ���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 해제하려는 장치를 선택한 후��� 해제하려는 장치를 선택한 후 해제하려는 장치를 선택한 후해제하려는 장치를 선택한 후 장치를 선택한 후장치를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App�y(적용)를 클릭합니다. 

 �. 이전에 설정한 �호를 입�한 후 이전에 설정한 �호를 입�한 후 설정한 �호를 입�한 후설정한 �호를 입�한 후 �호를 입�한 후�호를 입�한 후 입�한 후입�한 후 후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호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  �hange �asswor�(�호 변경)를 클릭한 후 �면 표시 지침을 �라 �
호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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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Booting

AI Booting을 사용해 부��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을 사용해 부��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부��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사용해 부��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장치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우선�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부�� �서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서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서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장치를 선택한 후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장치를 선택한 후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 선택한 후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선택한 후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 후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후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 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왼쪽/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오른쪽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 ��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을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 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클릭해 부�� �서를 지정합니 부�� �서를 지정합니부�� �서를 지정합니 �서를 지정합니�서를 지정합니 지정합니지정합니
다.. 

 �. 완료하면완료하면 App�y(적용)를 클릭합니다.

내 ���기 ���기���기

My �a�orites(내 ���기)를 사용해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을 추가하여 
컴퓨터에서 응용 프로그�을 �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프로그�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프로그�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A��(추가)를 클릭한 후 My �a�orites(내 ���기)에 추가하려는 응용 프
로그�을 �습니다. 

�. 파일 위치 ��에서파일 위치 ��에서 위치 ��에서위치 ��에서 ��에서��에서 Open(�기)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이 My 
�a�orites(내 ���기) 목록에 추가됩니다. 

응용 프로그�을 오른쪽 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프로그�을 오른쪽 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프로그�을 오른쪽 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오른쪽 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오른쪽 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클릭해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응용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프로그�을 실행, 삭제 또는 이름 실행, 삭제 또는 이름실행, 삭제 또는 이름, 삭제 또는 이름삭제 또는 이름 또는 이름또는 이름 이름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또한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선택한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응용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프로그�을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번 클릭해 실행할 수 있 클릭해 실행할 수 있클릭해 실행할 수 있 실행할 수 있실행할 수 있 수 있수 있 있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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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Support(지원) ��에서 아무 ��나 클릭해 ASUS �사이트, 기술 지원 �사이
트, 다운로드 지원 �사이트 또는 문의 정보로 갈 수 있습니다. 

정보

Information(정보) ��에서 탭을 클릭해 시�템, 마더보드, ��U, BIOS, 설치된 
장치, 메모리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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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o 9 
Nero 9을 사용해 서로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을 사용해 서로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사용해 서로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사용해 서로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서로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서로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다른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종류의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이터를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작성, 복사, �기, 편집, 공유 및, 복사, �기, 편집, 공유 및복사, �기, 편집, 공유 및, �기, 편집, 공유 및�기, 편집, 공유 및, 편집, 공유 및편집, 공유 및, 공유 및공유 및 및및 
업�이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Nero 9 설치하기설치하기
Nero 9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Nero 9 DVD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삽입합니다.삽입합니다..

�. Autorun(자� 실행)이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자� 실행)이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 실행)이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실행)이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이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이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 �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성�된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 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경우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 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주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 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메��가 자�으로 나타납니다. 자�으로 나타납니다.자�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나타납니다.. 

Autorun(자� 실행)이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자� 실행)이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 실행)이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실행)이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이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이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 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비�성�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 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경우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 Nero 9 DVD의 주 디�터리에서의 주 디�터리에서 주 디�터리에서주 디�터리에서 디�터리에서디�터리에서 
SeupX.exe 파일을 �� 번 클릭합니다.

�. 주 메��에서주 메��에서 메��에서메��에서 Nero 9 Essentia�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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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마법사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설치 마법사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 마법사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마법사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 언어를 선택한 후언어를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Next(다음)를 클릭해 계속합니다.

6. I accept the �icense �on�itions(�의함)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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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ypica�(일반)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Yes, I want to he�p by sen�ing anonymous app�ication �ata to Nero(예, 
응용 프로그� �이터를 Nero에 익명으로 보내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완료하면 Exit(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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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 �기�기
파일을 구우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구우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구우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주 메��에서주 메��에서 메��에서메��에서 Data Burning(�이터 �기) > A��(추가)를 클릭합니다.

�. 구우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완료하면구우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완료하면 파일을 선택합니다. 완료하면파일을 선택합니다. 완료하면 선택합니다. 완료하면선택합니다. 완료하면. 완료하면완료하면 A��(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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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려는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을 선택한 후파일을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Burn(�기)를 클릭해 파일을 디��에 �습니다.

Nero 9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 자세한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자세한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 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내용은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 www.nero.com의 Nero �사이트를 참의 Nero �사이트를 참 Nero �사이트를 참�사이트를 참 참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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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템 복구하기 복구하기복구하기

복구 파티� 사용하기 파티� 사용하기파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복구 파티�은 ����� ��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파티�은 ����� ��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파티�은 ����� ��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 ��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의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소프트웨어를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초기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작�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상태로 신속하게 복원합 신속하게 복원합신속하게 복원합 복원합복원합
니다. 복구 파티�을 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 복구 파티�을 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복구 파티�을 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 파티�을 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파티�을 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 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사용하기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 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전에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 �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이터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 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파일(Out�ook �ST 파일과 같은)을(Out�ook �ST 파일과 같은)을파일과 같은)을 같은)을같은)을)을을 
USB 저장장치 또는 네트워�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저장장치 또는 네트워�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 또는 네트워�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또는 네트워�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 네트워�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네트워�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 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복사하고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 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사용자 지정 구성 설정(네트 지정 구성 설정(네트지정 구성 설정(네트 구성 설정(네트구성 설정(네트 설정(네트설정(네트(네트네트
워� 설정과 같은)을 모�� 적어 ��십시오. 설정과 같은)을 모�� 적어 ��십시오.설정과 같은)을 모�� 적어 ��십시오. 같은)을 모�� 적어 ��십시오.같은)을 모�� 적어 ��십시오.)을 모�� 적어 ��십시오.을 모�� 적어 ��십시오. 모�� 적어 ��십시오.모�� 적어 ��십시오. 적어 ��십시오.적어 ��십시오. ��십시오.��십시오..

복구 파티� 정보

복구 파티�은 하드 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파티�은 하드 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파티�은 하드 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하드 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하드 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디��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드라이브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공간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중에서 공장에서 ����� ��에 설 공장에서 ����� ��에 설공장에서 ����� ��에 설 ����� ��에 설����� ��에 설 ��에 설에 설 설설
치한 운영체제, 드라이� 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운영체제, 드라이� 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운영체제, 드라이� 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드라이� 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드라이� 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및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유틸리티를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복원하는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사용되도록 지정된 공간 지정된 공간지정된 공간 공간공간
입니다..

�E�OVE�Y(복구)라는 이름의 파
티�을 삭제하지 마십시오.복구 파
티�은 공장에서 작성되며 삭제될 
경우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복구 과
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 
��를 ASUS 공인 서비� 센터로 
가져가십시오.

복구 파티� 사용하기 파티� 사용하기파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1. 부�� 중에부�� 중에 중에중에 <�9>를 누�니다.

�. <Enter>를 눌러 Win�ows Setup [EMS Enab�e�](Win�ows 설정 [EMS 
사용])를 선택합니다.

�. 다음 복구 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다음 복구 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구 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복구 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를 선택합니다.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시�템 복구 복구복구

 이 기능을 사용해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을 사용해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해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기능을 사용해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사용해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시�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복원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시�템 이미지 백업 이미지 백업이미지 백업 백업백업

 이 기능을 사용해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이 기능을 사용해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기능을 사용해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기능을 사용해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사용해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사용해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이미지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백업을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DVD 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디��에 구워 나중에 시�템 구워 나중에 시�템구워 나중에 시�템 나중에 시�템나중에 시�템 시�템시�템
을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정으로 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복원하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시�템 DVD 백업 DVD 백업백업

 이 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 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기능을 사용해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해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사용해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지원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DVD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만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4. �면 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면 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과정을 완료합니다.과정을 완료합니다. 완료합니다.완료합니다.. 

업�이트된 드라이�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드라이�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드라이�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ASUS �사이트 www.asus.�사이트 www.asus. www.asus.
com을 참조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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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DVD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 DVD 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사용하기(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 모델만 해당)모델만 해당) 해당)해당))

복구 DVD를 작성하려면 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DVD를 작성하려면 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를 작성하려면 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작성하려면 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작성하려면 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지침에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명시된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대로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1~�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개의 쓰기 가능한 공 DVD를 쓰기 가능한 공 DVD를쓰기 가능한 공 DVD를 가능한 공 DVD를가능한 공 DVD를 공 DVD를공 DVD를 DVD를를 
�비하십시오..

����� ��에서 시�템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에서 시�템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에서 시�템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시�템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시�템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수행하기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전에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외부 하드 디�� 드라이브를 하드 디�� 드라이브를하드 디�� 드라이브를 디�� 드라이브를디��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드라이브를 
제거하십시오. Microsoft에 �르면 ��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 Microsoft에 �르면 ��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에 �르면 ��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 �르면 ��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르면 ��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 ��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된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 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디�� 드라이브에서 Win�ows를 드라이브에서 Win�ows를드라이브에서 Win�ows를 Win�ows를를 
설정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 올바르지 않은 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올바르지 않은 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 않은 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않은 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 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드라이브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 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파티�을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 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포맷할 경우 중요한 �이터를 경우 중요한 �이터를경우 중요한 �이터를 중요한 �이터를중요한 �이터를 �이터를�이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복구 DVD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DVD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같이 하십시오. 하십시오.하십시오..

1.  복구 DVD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복구 DVD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 DVD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 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삽입합니다. ����� ��를 켜�� 합니다.. ����� ��를 켜�� 합니다.����� ��를 켜�� 합니다. ��를 켜�� 합니다.를 켜�� 합니다. 켜�� 합니다.켜�� 합니다. 합니다.합니다..

�.  ����� ��를 다시 시작한 후 부�� 중에����� ��를 다시 시작한 후 부�� 중에 ��를 다시 시작한 후 부�� 중에를 다시 시작한 후 부�� 중에 다시 시작한 후 부�� 중에다시 시작한 후 부�� 중에 시작한 후 부�� 중에시작한 후 부�� 중에 후 부�� 중에후 부�� 중에 부�� 중에부�� 중에 중에중에 <�8>을 눌러 광 드라이브(“�D/
DVD”로 표시되어 있을 것임)를 선택한 후 <Enter>를 눌러 복구 DVD로
부터 부��합니다.

�. OK(확인)를 선택해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확인)를 선택해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를 선택해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를 선택해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 선택해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선택해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 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이미지 복원을 시작합니다. 복원을 시작합니다.복원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4. OK(확인)를 선택해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확인)를 선택해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를 선택해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를 선택해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 선택해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선택해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 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시�템 복구를 확인합니다. 복구를 확인합니다.복구를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복원을 하면 하드 드라이브를 덮어쓰기 합니다. 시�템 복구를 하기 전에 반시�템 복구를 하기 전에 반 복구를 하기 전에 반복구를 하기 전에 반 하기 전에 반하기 전에 반 전에 반전에 반 반반
드시 중요 �이터를 모�� 백업하십시오. 중요 �이터를 모�� 백업하십시오.중요 �이터를 모�� 백업하십시오. �이터를 모�� 백업하십시오.�이터를 모�� 백업하십시오. 모�� 백업하십시오.모�� 백업하십시오. 백업하십시오.백업하십시오..

5. �면 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면 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표시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지침을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라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복구 과정을 완료합니다. 과정을 완료합니다.과정을 완료합니다. 완료합니다.완료합니다.. 

복구 디�� 제거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디�� 제거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디�� 제거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제거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제거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지시하지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않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경우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복구가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진행되는 �안 복구 디��를 �안 복구 디��를�안 복구 디��를 복구 디��를복구 디��를 디��를디��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십시오. 제거할 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마십시오. 제거할 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거할 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제거할 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경우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파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 없게 됩니다.수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없게 됩니다. 됩니다.됩니다..

업�이트된 드라이�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드라이�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드라이�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유틸리티에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대해서는 ASUS �사이트 www.asus. ASUS �사이트 www.asus.�사이트 www.asus. www.asus.
com을 참조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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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 �01� ����� 응답 기술 소개

Inte�© �01� ����� 응답 기술의 구성 절�차 및 설치에 
대한 개요를 소개합니다. 

Inte�© �01� ����� 응답 기술에는 다음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인텔 �마트 응답 기술

인텔 �른 시작 기술

인텔 �마트 연결 기술

Inte�© �01� ����� 응답 기술에 대한 시�템 요구 사항

Inte�© 01� ��트�� 응답을 원�하게 실행하려면 다음 요
구 사항을 충족해�� 합니다.:

1.  
��U:

Inte�© �세대 �어 프로세서 제품군

�.  
OS:

Win�ows© 7 운영 체제

�.  
SSD: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마트 응
답) 및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
른 응답 기술)를 지원하는 전용 SSD(반도체) 
1개가 있어�� 합니다.
SSD �기, 파티� 용량, 시�템 메모리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는 SSD 
용량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4.  
HDD:

최소 1개의 시�템 OS 드라이브용 HDD (하드 
디�� 드라이브)가 있어�� 합니다.

5.  Inte�© �른 시작 기술을 사용하려면 D�AM �
기가 8GB이하 이어�� 합니다.

Inte�©  �른 시작 기술에 대한 파티�을 만들기 전에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술)의 가속도를 �성�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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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용량 요구 사항

SSD 파티� 용량 요구 사항 시�템 D�AM

�GB 4GB 8GB

In
te
�©
 �

�
리

지
 조

합

Inte�© �api� Start(인
텔 �른 시작)

�GB 4GB 8GB

Inte�© Smart �e-
sponse(인텔 �마트 

응답)
�0GB �0GB �0GB

Inte�© Smart �e-
sponse an�Inte�© 

�api� Start(인텔 �
마트 응답 및 인텔 �

른 시작)

�0GB 및 �GB 파
티� 분리(SSD 
�기 > ��GB)

�0GB 및 4GB 
파티� 분리 
(SSD �기 > 

�4GB)

�0GB 및 8GB 
파티� 분리 
(SSD �기 > 

�8GB)

Inte�© Smart �e-
sponse, Inte�© �api� 
Start, an� Inte�© 

Smart �onnect(인텔 
�마트 응답, 인텔 �
른 시작, 인텔 �마트 

연결)

�0GB 및 �GB 파
티� 분리(SSD 
�기 > �� GB)

�0GB 및 4GB 
파티� 분리 
(SSD �기 > 

�4GB)

�0GB 및 8GB 
파티� 분리 
(SSD �기 >  

�8GB)

© 인텔 �른 시작 및 인텔 �마트 응답에 사용된 SSD는 �AID를 만들 수 없습니다. 
©  OS로 인해 Inte�© �른 시작 기술은 Win�ows© 7 ��비트 운영체제의 4G 이상 시
�템 메모리에서는 비효  율적으로 작�합니다. 
© Inte�© 내부 SATA 포트(회색 및 파�색)만 Inte�© �01� ����� 응답 기술을 지
원합니다. 
© Inte�© Smart �esponse Techno�ogy (인텔 �마트 응답 기술) 및 Inte�© �api� 
Storage    Techno�ogy(인텔 �른 ��리지 기술)는 설치된 
SSD에 �라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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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술)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
술)은 전체적인 시�템 성능을 증가시킵니다. 설치된 �
른 SSD(최소 �0GB 가능)를 자주 �세�하는 작업에 대
해 캐싱으로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주 메모리 상호 작용
의 속도를 높입니다. 주요 장점은 �른 하드 드라이브 속
도, 부하 및 대기 시간 감소, 최대 저장소 이용입니다. �
필요한 하드 드라이브 회전 감소로 전� 소비 또한 줄어듭
니다.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술)를 적용하기 전에, BIOS 
설정에서 SATA Mo�e BIOS 항목을 [�AID mo�e]로 해�� 합니다.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술) 설치하기

지원 DVD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컴퓨터에 자� 실행 기능이 있으면 드라
이� 설치 탭이 표시됩니다.

Dri�ers(드라이�) 탭을 클릭한 후 Inte�© 
�api� Storage Techno�ogy Dri�er(인텔 
�른 저장 기술 드라이�)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면 안내에 �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
마트 응답 기술) 사용하기

1. Acce�erate(향상)를 클릭하여 �마트 응
답 기술 설정을 시작합니다.

�. a.사용할 SSD를 선택하여 ��리지 시�
템을 향상시킵니다.

 b.SSD 캐싱에 할당할 �기를 선택합니다.

 c.캐싱에 사용할 HDD를 선택합니다.

 �.확장 모드: W�ITE TH�OUGH, �시에 SSD 및 HDD에 씁니다.

 최대� 모드: W�ITE BA�K, SSD에 쓰고 나중에 HDD에 다시 씁니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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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Disab�e 
Acce�eration(가속� 사용 안함)을 선택
하고, �hange Mo�e(변경 모드)를 선택
하여 가속� 모드로 전환하여 확장/최대
�합니다.

©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술)를 사용하려면 적어
도 한 개의 SSD (  �0GB) 및 HDD가 필요하며 한 개의 SSD만 캐싱에 할당할 수 있
습니다. 
© OS를 복원하려면 BIOS Option �OM > Acce�eration Options(가속� 옵�)로 가서 
Disks/Vo�ume Acce�eration(디��/볼륨 가속�)을 제거하여 Inte�© Smart �esponse 
Techno�ogy(인텔 �마트 응답 기술)를 비�성�합니다. 제 4 장, BIOS Option �OM 
항목에 대한 직렬 ATA 하드 디�� 설치하기 섹�을 참조하십시오. 
©  SSD의 최대 캐싱 �기는 64GB입니다. 초과하면 캐싱용으로 남아 있는 저장 용량

을 시�템에서 일반 저장소로 식별합니다.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른 시작 기술)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른 시작 기술)로 컴퓨터를 절�전 모드에
서 �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템 메모리를 구성된 SSD에 저
장하면 더 �른 절�전 모드 해제 응답 시간을 제공하지만 전�을 �이 사용합니

다.

©  Inte�© �른 시작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BIOS에서 A��ance� Mo�e(고급 모드) 
> A��ance�(고급) >   ��H �onfiguration(��H 구성)으로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른 시작 기술)를 �성�  하십시오. 
© �reating a partition(파티� 만들기) 절�차에 �라 인텔 �른 시작 기능을 사용하
십시오. 파티�을 만들기 전에   Inte�© �api� Start Uti�ity(인텔 �른 시
작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티� 만들기

© Microsoft 파티�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터를 백업하십시오. ��된 파티� 
과정은 �이트 손실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 D�AM을 고 주파수로 조정하면 시�템 성능이 �안정하게 됩니다.

1. Start(시작)로 가서 �omputer(컴퓨터) > Manage(관리) > Disk Management(디
�� 관리)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 파티�을 만들 SSD를 선택합니다. 

>=



한
국

어

한
국

어

ASUS �G8580 79

한
국

어

한
국

어

�. 축소하려는 New Vo�ume(새 
볼륨)을 오른쪽 클릭한 후 
Shrink Vo�ume(볼륨 축
소)를 선택합니다.

4. SSD가 초기� 및 포맷되지 않은 경우:

a.파티�을 만들 디��를 오른쪽 클릭한 후 Initia�ize(초기�)를 선택합니다.

b.할당되지 않은 볼륨을 오른쪽 클릭하고 New Simp�e Vo�ume(새 단� 볼륨)을 선택한 
후 남은 단계를 진행합니다. 

 
 
 
 
 
 
 
 
 
 

5. 필요한 파티� �기를 입�
하십시오. 시�템 D�AM 
메모리(1GB = 104MB)와 
같아�� 합니다. Shrink(축
소)를 클릭하십시오. 

 Start(시작) > �ontro� 
�ane�(제어판) > System 
an� Security(시�템 및 보
안) > System(시�템)으로 
가서 D�AM �기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할당되지 않은 볼륨이 선택
한 디��에 할당됩니다.

SSD가 64GB 이하이고 Inte�© �마트 응답에 대해 �u�� �isk capacity(전체 디�� 용
량) 캐싱 옵�을 선택한 경우 Disk Management(디�� 관리)에서 아무 볼륨도 볼 수 
없습니다. Inte�© �api� Start(인텔 �른 시작) 파티� 용으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려
면 Inte�© Smart �esponse(인텔 �마트 응답)에서 18.6GB의 캐시 메모리 값을 설정
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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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디�� 파티� 도구를 시작하려면 Start(시작) > �rograms(프로그�) > 
Accessories(�세서리) > �omman� �rompt(명령 프롬프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7. �iskpart를 입�한 후 Enter(입�)를 누�니다.

8. �iskpart 프롬프트에서 
DISK�A�T 다음에 �ist �isk를 
입�한 후 Enter(입�)를 누�
니다. se�ect �isk x (x = 디
�� 번호)를 입�하여 할당되
지 않은 볼륨으로 디��를 선
택한 후 Enter(입�)를 누�니다.

 
 
 
 

9. create partition primary를 입
�한 후 Enter(입�)를 누�니
다.

10. 주 파티�을 만든 후, 
�etai� �isk를 입�하고 
Enter(입�)를 눌러 파티
�된 디�� 세부 사항을 
봅니다.

11 .축소된 볼륨과 같은 �
기의 원시 볼륨을 선택
하고, se�ect �o�ume x 
(x = 번호)를 입�한 후, 
Enter(입�)를 눌러 Inte�© �른 시작 파티�을 저장합니다.

 
 

© “x” 값은 만들 저장 파티�이 위치할 디�� 번호를 말합니다.

© “x” 값은 할당되지 않은 파티�을 만드는 디�� 번호를 말합니다.. 
© SSD에서 할당되지 않은 디�� 공간에 관한 세부 정보는 5단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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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i�=84 o�erri�e를 입�한 후 Enter(입�)를 누르고 Disk Management(디�� 
관리) 유틸리티가 Hibernation �artition(최대 절�전 모드 파티�)이라는 새 파티�
을 식별 할 때�지 “shrinking process(축소 프로세�)”를 기다�니다. 
 
 
 
 
 
 
 
 
 
 
 
 
 

1�. 파티�을 만든 후에는 시�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Inte�© �른 시작 기술에 대한 파티�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완료되지 않으
며 Inte�© �른 시작 기술의 기능 오류를 가져옵니다.

OS에서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른 시작 기술) �성� 및 비�성�

�저 지원 DVD에서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른 시작 기
술)을 설치하여 Inte�© �api� Start Manager(인텔 �른 시작 관리자)를 시
작합니다.

파티�을 만든 후 인텔 �른 시작 관리자
를 시작하여 인텔 �른 시작 기술을 �성
� 또는 비�성�합니다.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에서 Show hi�-
�en icons(��진 아이콘 표시)를�
�표를 클릭하여 Inte�© �api� Start 
Techno�ogy Manager(인텔 �른 시작 
기술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

“G�T (GUID 파티� 테이블 저장 유형)”를 선택하면 Hibernation �artition(최대 절�
전 모드 파티�)은 표시되지 않습니다.볼륨에서 “Una��ocate�(할당되지 않은)”가 없
어지면 새 파티�을 식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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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복구

이 과정은 시�템에서 Inte�© �른 시작 기술을 삭제하고 Inte�© �른 시작 기술 

설치용으로 만든 파티�을 복구합니다.

�omman� �rompt(명령 프롬프트) 도구를 실행합니다.

�iskpart를 입�한 후 Enter(입�)를 누�니다

�iskpart 프롬프트에서 DIS-
K�A�T 다음에 �ist �isk를 
입�한 후 Enter(입�)를 누

�니다.

볼륨 복구용으로 Inte�© �
른 시작 기술을 설치한 디�
�(SSD)를 선택하여 se�ect 
�isk x (x = 번호)를 입�한 
후 Enter(입�)를 누�니다. 

 
 

1.

�.

�.

4.

“x” 값은 삭제할 저장 파티�이 있는 디�� 번호를 말합니다.

�. 상태 필드에서 On(켜기)를 눌러 기능을 �성�한 후 Sa�e(저장)을 클릭합니다.

배터리 절�전 모드 
�성� 또는 비�
성�합니다. 이 기
능은 �트북에만 
적용됩니다.

선택 및 클릭하여 기능을 �성
� 또는 비�성�합니다.

타이머를 �성� 또는 비�성�합니다. 사용할 경우 
��롤 바를 원하는 시간 만큼 이�합니다. 설정한 
기간 이상 시�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템이 자
�으로 Inte�© �른 시작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본 시
간은 10분입니다.

설정을 저장합
니다.

설정을 취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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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t partition을 입�하고, 
Enter를 누른 후, Inte�© �
른 시작 기술이 위치할 파티
�을 se�ect partition x (x = 
번호)를 입�하여 설치한 후 
Enter를 누�니다. 
 

6. �e�ete partition o�erri�e를 입�한 후 Enter를 누�니다. �iskpart 유틸리티가 선
택한 파티�을 삭제합니다. 

 
 

 
 

7. 바탕�면에서 Start(시작)을 클릭하고, 
�omputer(컴퓨터)를 오른쪽 클릭한 후 
Manage(관리)를 클릭합니다.

8. 컴퓨터 관리 ��에서 Disk Management(디�
� 관리)를 클릭하여 줄어든 새 볼륨을 오른
쪽 클릭한 후 Exten�Vo�ume(볼륨 확장)을 
선택합니다. 
 
 
 
 
 
 
 

9. 볼륨 확장 마법사가 나타나면 Next(다
음)를 클릭합니다. 
 
 
 
 
 
 
 
 
 

“x” 값은 삭제할 저장 파티�이 있는 디�� 번호를 말합니다.



84 6장: 유틸리티 사용하기장: 유틸리티 사용하기: 유틸리티 사용하기유틸리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한
국

어

한
국

어

한
국

어

한
국

어

10. 기본 선택 디��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볼륨 확장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inish(마침)을 클릭하여 Inte�© �api� Start 
Techno�ogy(인텔 �른 시작 기술) 파티�을 복구합니다.

1�. 파티�을 삭제한 후에는 시�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1�. Start(시작) > �ontro� �ane�(제어판) > �rograms(프로그�) > �rograms an� 
�eatures(프로그� 및 기능) >으로 가서 Inte�© �른 시작 관리자를 제거하여 인텔 
�른 시작 기술 삭제를 완료하십시오.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은 최신 업�이트 
콘텐츠 및 컴퓨터 플랫폼에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설치하여 �성�하면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
결 기술)이 주기적으로 시�템을 대기모드에서 다시 시작하여 사용자 상태 수집 

기능을 수행하고 설정된 시간 이후에 다시 대기 모드로 �아갑니다.

©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은 Win�ows© �i�e 
Mai�, Microsoft Out�ook, Seesmic 프로그�을 지원합니다. 
© 인텔 �마트 연결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BIOS에서 ��H 구성 항목을 �성�해�� 
합니다. A��ance� Mo�e(고급 모드) > A��ance�(고급) > ��H �onfiguration(��H 
구성)으로 가서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을 �성�
합니다.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 설치하기

1. 지원 DVD를 광�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 Uti�ities(유틸리티)로 가서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을 클릭합니다.

�. 설치 마법사가 표시되면 Next(다음)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4. I accept the terms in the �icense Agreement(사용 약관에 �의합니다)를 선택
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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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선택하여 �ustom Setup(사용자 
지정 설치)을 시작합니다.  
 
 
 
 
 
 
 
 
 
 
 

6. Insta��(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7. Yes(예)를 클릭하여 시�템을 다시 시작해�� 새로 설치한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 Smart �onnect Techno�ogy (인텔 �마트 연결 기술) 사용하기

© 시�템이 대기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바탕�면에 애플리케이�이 있는지 확인하고 
애플리케이�, �호를 입�합니다. 
©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을 �성�할 때 인터
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Start(시작) > A�� �rograms(모든 프로그�) > Inte� > Inte�© Smart �on-

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을 클릭합니다.

Basic(기본) 탭에서 Enab�e Up�ating(업�이트 사용)을 클릭합니다. �성
�하면 고급 기능 설정을 위한 A��ance�(고급)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

기능을 �성� 또
는 비�성�합

니다.

��롤 바가 �성�
되면 인터넷 �이

터 업�이트용 절�전
모드 해제 시간 간
격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기본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업�이트를 사용하면 고급 탭
은 �성�됩니다.

�전 정보 및 도움말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업�이트를 �성�
한 후 클릭하면 모
든 설정을 기본 설
정으로 재설정합
니다.



86 6장: 유틸리티 사용하기장: 유틸리티 사용하기: 유틸리티 사용하기유틸리티 사용하기 사용하기사용하기

한
국

어

한
국

어

�. 업�이트 기능을 사용
하지 않으려면 Disab�e 
Up�ating(업�이트 비
�성�)을 클릭합니
다. 이 ��을 클릭
하면 A��ance�(고
급) 탭에서 구성을 자
�으로 비�성�합니
다. 기본값으로 재설
정하려면 �eset A�� to 
Defau�ts(전체 기본값
으로 재설정)를 클릭합
니다. 

4. A��ance�(고급) 탭에
서 절�전용 저전� 소비 
사용 시간을 설정합니
다. 지정된 시간 �안
만 적용되는 설정입니
다. 
 
 
 
 
 
 

5. He�p(도움말) 탭에서 
About(정보)를 클릭하여 �전을 볼 수 있습니다. Topics(항목)을 클릭하면 Inte�© 
Smart �onnect Techno�ogy(인텔 �마트 연결 기술) 및 구성에 관해 알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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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장
문제 해결 해결해결

문제 해결 해결해결
이 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발생 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발생 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가능한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일부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제시합니다.제시합니다.. 

? 컴퓨터를 �� 수 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 수 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수 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수 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수 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없고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전면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패�의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전원 �ED가 켜지지 않습니 �ED가 켜지지 않습니가 켜지지 않습니 켜지지 않습니켜지지 않습니 않습니않습니
다..

© 컴퓨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컴퓨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면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면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콘센트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전원공급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장의전원공급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장의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장의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장의 있는지 확인합니다. 1장의있는지 확인합니다. 1장의 확인합니다. 1장의확인합니다. 1장의. 1장의장의 컴퓨터 켜기/끄기
를 참조하십시오.

? 컴퓨터가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습니다.정지해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 다음을 수행하여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다음을 수행하여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 수행하여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수행하여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 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않는 프로그�을 �으십시오. 프로그�을 �으십시오.프로그�을 �으십시오. �으십시오.�으십시오..

 1. 키보드의 <A�t> + <�tr�> + <De�ete> 키를 �시에 누른 후 키보드의 <A�t> + <�tr�> + <De�ete> 키를 �시에 누른 후 <A�t> + <�tr�> + <De�ete> 키를 �시에 누른 후키를 �시에 누른 후 �시에 누른 후�시에 누른 후 누른 후누른 후 후후 
Start Task Manager(작업 관리자 시작)를 클릭합니다.

 �. App�ications(응용 프로그�) 탭을 클릭합니다.

 �.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선택한 후응답하지 않는 프로그�을 선택한 후 않는 프로그�을 선택한 후않는 프로그�을 선택한 후 프로그�을 선택한 후프로그�을 선택한 후 선택한 후선택한 후 후후 En� Task(작업 끝내
기)를 클릭합니다.

© 키보드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꺼�� 때�지 �시 상부의컴퓨터가 꺼�� 때�지 �시 상부의 꺼�� 때�지 �시 상부의꺼�� 때�지 �시 상부의 때�지 �시 상부의때�지 �시 상부의 �시 상부의�시 상부의 상부의상부의 
전원 ��을 ��게 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을 ��게 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을 ��게 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게 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게 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누�니다.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전원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을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다시 눌러 컴퓨터를 켭 눌러 컴퓨터를 켭눌러 컴퓨터를 켭 컴퓨터를 켭컴퓨터를 켭 켭켭
니다.. 

? ASUS W�AN 카드를 사용해 무선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카드를 사용해 무선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 사용해 무선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사용해 무선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 무선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무선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 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네트워�에 연결할 수 없습니 연결할 수 없습니연결할 수 없습니 수 없습니수 없습니 없습니없습니
다(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일부 모델만 해당). 모델만 해당).모델만 해당). 해당).해당).).

© 연결하려는 무선 네트워�의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연결하려는 무선 네트워�의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 무선 네트워�의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무선 네트워�의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 네트워�의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네트워�의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 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올바른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 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네트워� 보안 키를 입�합니 보안 키를 입�합니보안 키를 입�합니 키를 입�합니키를 입�합니 입�합니입�합니
다..

© 외부 안테나(옵�)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외부 안테나(옵�)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 안테나(옵�)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안테나(옵�)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옵�)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옵�)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를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 ASUS W�AN 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카드의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안테나 커넥터에 연결 커넥터에 연결커넥터에 연결 연결연결
하고 안테나를 컴퓨터 �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안테나를 컴퓨터 �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안테나를 컴퓨터 �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컴퓨터 �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컴퓨터 �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시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위에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아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최상의 무선 성능이 발휘 무선 성능이 발휘무선 성능이 발휘 성능이 발휘성능이 발휘 발휘발휘
되게 합니다. 합니다.합니다..

? �자 키 패드의 ��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 패드의 ��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키 패드의 ��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드의 ��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패드의 ��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표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키가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하지 않고 있습니다.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있습니다.. 

 �자 ��� �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자 ��� �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 �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확인합니다. �자 ��� �ED가 켜. �자 ��� �ED가 켜�자 ��� �ED가 켜 ��� �ED가 켜��� �ED가 켜 �ED가 켜가 켜 켜켜
져 있을 때, �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있을 때, �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있을 때, �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때, �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때, �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자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패드의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키는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자 입�에만 사용됩니다.�자 입�에만 사용됩니다. 입�에만 사용됩니다.입�에만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자 키 패드의 ��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 키 패드의 ��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키 패드의 ��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 패드의 ��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패드의 ��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 ��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표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 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키를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 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사용하려면 �자 ��� 키를 눌러 �자 ��� 키를 눌러�자 ��� 키를 눌러 ��� 키를 눌러��� 키를 눌러 키를 눌러키를 눌러 눌러눌러 
�ED를 �니다.를 �니다. �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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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되지 않습니다.표시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 모니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모니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모니터가 컴퓨터의 비디오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모니터가 컴퓨터의 비디오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컴퓨터의 비디오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컴퓨터의 비디오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비디오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비디오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출�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포트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연결되어 있는지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가 ��식 그래픽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컴퓨터가 ��식 그래픽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 ��식 그래픽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식 그래픽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 그래픽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카드와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함께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제공될 경우, 모니터를 �� 경우, 모니터를 ��경우, 모니터를 ��, 모니터를 ��모니터를 �� ����
식 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카드의 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카드의 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비디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의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모니터 비디오 커넥터의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 비디오 커넥터의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비디오 커넥터의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 커넥터의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커넥터의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 �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이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 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구부러�는지 확인합니다. 구부러진 확인합니다. 구부러진확인합니다. 구부러진. 구부러진구부러진 
�을 발�할 경우,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 발�할 경우,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발�할 경우,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 경우,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경우,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 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모니터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 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비디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 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커넥터 케이블을 교환합니다. 케이블을 교환합니다.케이블을 교환합니다. 교환합니다.교환합니다..

© 모니터가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모니터가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더 �은 문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더 �은 문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은 문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은 문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문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문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해결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대해서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모니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함께 제공된 설명서함께 제공된 설명서 제공된 설명서제공된 설명서 설명서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 복수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모니터를 사용할 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모니터를 사용할 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사용할 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사용할 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때,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한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개의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모니터 �면만 표시됩니 �면만 표시됩니�면만 표시됩니 표시됩니표시됩니
다..

© �� 모니터가 모��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니터가 모��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니터가 모��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모니터가 모��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모��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OST 중에는 VGA 포트에 연결된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중에는 VGA 포트에 연결된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 VGA 포트에 연결된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포트에 연결된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 연결된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연결된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 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모니터 �면만 표시됩니다. 이 �면만 표시됩니다. 이�면만 표시됩니다. 이 표시됩니다. 이표시됩니다. 이. 이이
중 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디�플레이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기능은 Win�ows에서만 작�합니다. Win�ows에서만 작�합니다.에서만 작�합니다. 작�합니다.작�합니다.. 

©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그래픽 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카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설치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있으면,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카드의그래픽 카드의 카드의카드의 
출�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에 연결합니다.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 복수의 디�플레이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복수의 디�플레이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플레이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디�플레이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장의 여러 개의 외부 디�플레이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컴퓨터가 USB 저장장치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USB 저장장치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저장장치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감지할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수 없습니다. 없습니다.없습니다..

© USB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처음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처음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 컴퓨터에 처음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컴퓨터에 처음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 처음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처음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 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연결할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 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때 Win�ows가 해당 드라이 Win�ows가 해당 드라이가 해당 드라이 해당 드라이해당 드라이 드라이드라이
�를 자�으로 설치합니다. �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 자�으로 설치합니다. �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자�으로 설치합니다. �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 설치합니다. �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설치합니다. �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 �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시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 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기다린 후 My �omputer(내 컴퓨 후 My �omputer(내 컴퓨후 My �omputer(내 컴퓨 My �omputer(내 컴퓨내 컴퓨 컴퓨컴퓨
터)로 가서 USB 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로 가서 USB 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로 가서 USB 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서 USB 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가서 USB 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USB 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저장장치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USB 저장장치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저장장치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 컴퓨터에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컴퓨터에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 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연결해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 USB 저장장치가 손상되었저장장치가 손상되었 손상되었손상되었
는지 또는 오작�하는지 시험합니다. 또는 오작�하는지 시험합니다.또는 오작�하는지 시험합니다. 오작�하는지 시험합니다.오작�하는지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시험합니다.. 

? 개인 파일 또는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파일 또는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파일 또는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또는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또는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컴퓨터 시�템 설정컴퓨터 시�템 설정 시�템 설정시�템 설정 설정설정 
변경을 복원하거나 취소하고 �습니다. 복원하거나 취소하고 �습니다.복원하거나 취소하고 �습니다. 취소하고 �습니다.취소하고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Win�ows© 시�템 복원 기능을 사용해 문서 또는 사진과 같은 개인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 시�템 설정 변경을 복원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의 시�템 복원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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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TV의 영상이 ��됩니다.의 영상이 ��됩니다. 영상이 ��됩니다.영상이 ��됩니다. ��됩니다.��됩니다.. 

© 모니터 해상도와 HDTV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모니터 해상도와 HDTV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 해상도와 HDTV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해상도와 HDTV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 HDTV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다르기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 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때문입니다. �면 해상도를. �면 해상도를�면 해상도를 해상도를해상도를 
HDTV에 �게 조정합니다.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에 �게 조정합니다.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게 조정합니다.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게 조정합니다.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조정합니다.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조정합니다.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해상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다음과 같이 하다음과 같이 하 같이 하같이 하 하하
십시오..

 1.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Screen �eso�ution(�면 해상도) 설정 
�면을 �니다.  

©    > �ontro� �ane�(제어판) > Appearance an� 
�ersona�ization(모양 및 개인 설정) > Disp�ay(디�플레이) > 
�hange �isp�ay settings(디�플레이 설정 변경)를 클릭합니
다. 

 ©  Win�ows 바탕 �면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업 메 Win�ows 바탕 �면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업 메Win�ows 바탕 �면 아무 �이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업 메
��가 표시되면 �ersona�ize(개인 설정) > Disp�ay(디�플레이) > 
�hange �isp�ay settings(디�플레이 설정 변경)를 클릭합니다.

 �. 해상도를 조정합니다. 해상도에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 해상도를 조정합니다. 해상도에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 조정합니다. 해상도에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조정합니다. 해상도에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 해상도에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해상도에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 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대해서는 HDTV와 함께 제공된 HDTV와 함께 제공된와 함께 제공된 함께 제공된함께 제공된 제공된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  App�y(적용) 또는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확인 메시지에서 
Keep �hanges(변경한 설정 유지)를 클릭합니다. 

? �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 �피커를 전면 패�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피커를 전면 패�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전면 패�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전면 패�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패�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패�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또는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후면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패�의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라인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출� 포트(라임색)에 연결출� 포트(라임색)에 연결 포트(라임색)에 연결포트(라임색)에 연결(라임색)에 연결라임색)에 연결)에 연결에 연결 연결연결
합니다.. 

© �피커가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피커가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피커 볼륨을 조정합니다.�피커 볼륨을 조정합니다. 볼륨을 조정합니다.볼륨을 조정합니다. 조정합니다.조정합니다..

© 컴퓨터 시�템 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컴퓨터 시�템 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시�템 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시�템 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음소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않은지 확인합니다.않은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음소거된 경우 볼륨 아이콘이음소거된 경우 볼륨 아이콘이 경우 볼륨 아이콘이경우 볼륨 아이콘이 볼륨 아이콘이볼륨 아이콘이 아이콘이아이콘이 로 표시됩니다. 시�템 사운드 표시됩니다. 시�템 사운드표시됩니다. 시�템 사운드. 시�템 사운드시�템 사운드 사운드사운드
를 �성�하려면 Win�ows 알� 영역에서 �성�하려면 Win�ows 알� 영역에서�성�하려면 Win�ows 알� 영역에서 Win�ows 알� 영역에서알� 영역에서 영역에서영역에서  을 클릭한 후을 클릭한 후 클릭한 후클릭한 후 후후  
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  음소거되지 않은 경우음소거되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않은 경우 경우경우  을 클릭하고 �라이더를 끌어 볼륨을을 클릭하고 �라이더를 끌어 볼륨을 클릭하고 �라이더를 끌어 볼륨을클릭하고 �라이더를 끌어 볼륨을 �라이더를 끌어 볼륨을�라이더를 끌어 볼륨을 끌어 볼륨을끌어 볼륨을 볼륨을볼륨을 
조정합니다..

© �피커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피커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 컴퓨터에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컴퓨터에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 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연결해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 �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피커가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 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올바르게 작�하는지 시험 작�하는지 시험작�하는지 시험 시험시험
합니다..

? DVD 드라이브가 디��를 �을 수 없습니다.드라이브가 디��를 �을 수 없습니다. 디��를 �을 수 없습니다.디��를 �을 수 없습니다. �을 수 없습니다.�을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수 없습니다. 없습니다.없습니다..

© 디��가 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디��가 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 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라�쪽을 위로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 위로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위로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 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오게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 하여 ��는지 확인합니다.하여 ��는지 확인합니다. ��는지 확인합니다.��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디��가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디��가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 �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여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 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있는지 확인하고, 특�� 비표� �기 확인하고, 특�� 비표� �기확인하고, 특�� 비표� �기, 특�� 비표� �기특�� 비표� �기 비표� �기비표� �기 �기�기 

또는 비표� 모양의 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비표� 모양의 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비표� 모양의 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모양의 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모양의 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디��의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경우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트레이의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정중앙에 �여 있는지 확 �여 있는지 확�여 있는지 확 있는지 확있는지 확 확확
인합니다..

© 디��가 ���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디��가 ���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DVD 드라이브 꺼내기 ��이 응답하지 않습니다.드라이브 꺼내기 ��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꺼내기 ��이 응답하지 않습니다.꺼내기 ��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응답하지 않습니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응답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1.  > �omputer(컴퓨터)를 클릭합니다.

�. 을 오른쪽 클릭한 후 메��에서 오른쪽 클릭한 후 메��에서오른쪽 클릭한 후 메��에서 클릭한 후 메��에서클릭한 후 메��에서 후 메��에서후 메��에서 메��에서메��에서 Eject(꺼내기)를 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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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문제 가능한 원인 원인원인 조치

전원 공급 안 공급 안공급 안 안안 
�(전원 표시(전원 표시전원 표시 표시표시
등이 꺼져 있 꺼져 있꺼져 있 있있
음))

올바르지 않은 전압 않은 전압않은 전압 전압전압

©  컴퓨터 전압 �위치를 해당 지 컴퓨터 전압 �위치를 해당 지 전압 �위치를 해당 지전압 �위치를 해당 지 �위치를 해당 지�위치를 해당 지 해당 지해당 지 지지
역의 전� 요구사항에 �게 설 전� 요구사항에 �게 설전� 요구사항에 �게 설 요구사항에 �게 설요구사항에 �게 설 �게 설�게 설 설설
정합니다..

©  전압 설정을 조정합니다. 전원 전압 설정을 조정합니다. 전원 설정을 조정합니다. 전원설정을 조정합니다. 전원 조정합니다. 전원조정합니다. 전원. 전원전원 
�드가 전원 콘센트에서 분리 전원 콘센트에서 분리전원 콘센트에서 분리 콘센트에서 분리콘센트에서 분리 분리분리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 켜져 있지 않켜져 있지 않 있지 않있지 않 않않
습니다..

전면 패�의 전원 키를 눌러 컴퓨 패�의 전원 키를 눌러 컴퓨패�의 전원 키를 눌러 컴퓨 전원 키를 눌러 컴퓨전원 키를 눌러 컴퓨 키를 눌러 컴퓨키를 눌러 컴퓨 눌러 컴퓨눌러 컴퓨 컴퓨컴퓨
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컴퓨터 전원 �드가 올 전원 �드가 올전원 �드가 올 �드가 올�드가 올 올올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지연결되어 있지 있지있지 
않습니다..

©  전원 �드가 올바르게 연결되 전원 �드가 올바르게 연결되 �드가 올바르게 연결되�드가 올바르게 연결되 올바르게 연결되올바르게 연결되 연결되연결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호환 가능한 다른 전원 �드를 호환 가능한 다른 전원 �드를 가능한 다른 전원 �드를가능한 다른 전원 �드를 다른 전원 �드를다른 전원 �드를 전원 �드를전원 �드를 �드를�드를 
사용합니다..

�SU (전원공급장치)전원공급장치)) 
문제

다른 �SU를 컴퓨터에 설치해봅 �SU를 컴퓨터에 설치해봅를 컴퓨터에 설치해봅 컴퓨터에 설치해봅컴퓨터에 설치해봅 설치해봅설치해봅
니다..

디�플레이

문제 가능한 원인 원인원인 조치

컴퓨터를 켠 켠켠 
후 디�플레 디�플레디�플레
이가 출�되지 출�되지출�되지 
않음(�� �면)(�� �면)�� �면) �면)�면))

신호 케이블이 컴퓨터 케이블이 컴퓨터케이블이 컴퓨터 컴퓨터컴퓨터
의 올바른 VGA 포트 올바른 VGA 포트올바른 VGA 포트 VGA 포트포트
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 연결되어 있지 않습연결되어 있지 않습 있지 않습있지 않습 않습않습
니다.. 

©  신호 케이블을 올바른 디� 신호 케이블을 올바른 디� 케이블을 올바른 디�케이블을 올바른 디� 올바른 디�올바른 디� 디�디�
플레이 포트에 연결합니다(온 포트에 연결합니다(온포트에 연결합니다(온 연결합니다(온연결합니다(온(온온
보드 VGA 또는 ��식 VGA VGA 또는 ��식 VGA또는 ��식 VGA ��식 VGA��식 VGA VGA 
포트).). 

©  ��식 VGA 카드를 사용하 ��식 VGA 카드를 사용하 VGA 카드를 사용하카드를 사용하 사용하사용하
고 있을 경우, 신호 케이블 있을 경우, 신호 케이블있을 경우, 신호 케이블 경우, 신호 케이블경우, 신호 케이블, 신호 케이블신호 케이블 케이블케이블
을 ��식 VGA 포트에 연결 ��식 VGA 포트에 연결��식 VGA 포트에 연결 VGA 포트에 연결포트에 연결 연결연결
합니다..

신호 케이블 문제 케이블 문제케이블 문제 문제문제 다른 모니터에 연결해봅니다. 모니터에 연결해봅니다.모니터에 연결해봅니다. 연결해봅니다.연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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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문제 가능한 원인 원인원인 조치

인터넷에 �세 �세�세
�할 수 없음 수 없음수 없음 없음없음

�AN 케이블이 연결되케이블이 연결되 연결되연결되
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AN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합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합 컴퓨터에 연결합컴퓨터에 연결합 연결합연결합
니다..

�AN 케이블 문제케이블 문제 문제문제

�AN �ED가 켜져 있는지 확인가 켜져 있는지 확인 켜져 있는지 확인켜져 있는지 확인 있는지 확인있는지 확인 확인확인
합니다. 켜져 있지 않은 경우 다. 켜져 있지 않은 경우 다켜져 있지 않은 경우 다 있지 않은 경우 다있지 않은 경우 다 않은 경우 다않은 경우 다 경우 다경우 다 다다
른 �AN 케이블을 연결해봅니다. �AN 케이블을 연결해봅니다.케이블을 연결해봅니다. 연결해봅니다.연결해봅니다.. 
여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 해결되지 않을 경해결되지 않을 경 않을 경않을 경 경경
우 ASUS 서비� 센터에 문의하 ASUS 서비� 센터에 문의하서비� 센터에 문의하 센터에 문의하센터에 문의하 문의하문의하
십시오..

컴퓨터가 라우터 또는 라우터 또는라우터 또는 또는또는 
허브에 올바르게 연결 올바르게 연결올바르게 연결 연결연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컴퓨터가 라우터 또는 허브에 올 라우터 또는 허브에 올라우터 또는 허브에 올 또는 허브에 올또는 허브에 올 허브에 올허브에 올 올올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 있는지 확인합있는지 확인합 확인합확인합
니다..

네트워� 설정 설정설정
올바른 �AN 설정에 대해서는 해 �AN 설정에 대해서는 해설정에 대해서는 해 대해서는 해대해서는 해 해해
당 인터넷 서비� 공급자(IS�)에 인터넷 서비� 공급자(IS�)에인터넷 서비� 공급자(IS�)에 서비� 공급자(IS�)에서비� 공급자(IS�)에 공급자(IS�)에공급자(IS�)에(IS�)에에
게 문의하십시오.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바이러� 백신 소프트 백신 소프트백신 소프트 소프트소프트
웨어에 의해서 발생한 의해서 발생한의해서 발생한 발생한발생한 
문제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를 � 백신 소프트웨어를 �백신 소프트웨어를 �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 ��
습니다..

드라이� 문제 문제문제
�AN 드라이�를 다시 설치합니드라이�를 다시 설치합니 다시 설치합니다시 설치합니 설치합니설치합니
다..

오디오

문제 가능한 원인 원인원인 조치

오디오 소리가 소리가소리가 
들리지 않음 않음않음

�피커 또는 헤드폰�이 또는 헤드폰�이또는 헤드폰�이 헤드폰�이헤드폰�이 
��된 포트에 연결되어 포트에 연결되어포트에 연결되어 연결되어연결되어 
있습니다..

©  올바른 포트에 대해서는 컴 올바른 포트에 대해서는 컴 포트에 대해서는 컴포트에 대해서는 컴 대해서는 컴대해서는 컴 컴컴
퓨터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사용설명서를 참조하 참조하참조하
십시오..

©  �피커를 분리하여 컴퓨터에 �피커를 분리하여 컴퓨터에 분리하여 컴퓨터에분리하여 컴퓨터에 컴퓨터에컴퓨터에 
다시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피커 또는 헤드폰�이 또는 헤드폰�이또는 헤드폰�이 헤드폰�이헤드폰�이 
작�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다른 �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 �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 또는 헤드폰�을 사용또는 헤드폰�을 사용 헤드폰�을 사용헤드폰�을 사용 사용사용
해봅니다..

전면 및 후면의 오디오 및 후면의 오디오및 후면의 오디오 후면의 오디오후면의 오디오 오디오오디오 
포트가 작�하지 않습니 작�하지 않습니작�하지 않습니 않습니않습니
다..

전면 및 후면의 오디오 포트 모 및 후면의 오디오 포트 모및 후면의 오디오 포트 모 후면의 오디오 포트 모후면의 오디오 포트 모 오디오 포트 모오디오 포트 모 포트 모포트 모 모모
��를 작�해봅니다. 오작�하는 작�해봅니다. 오작�하는작�해봅니다. 오작�하는. 오작�하는오작�하는 
포트가 있을 경우, 해당 포트가 있을 경우, 해당 포트가있을 경우, 해당 포트가 경우, 해당 포트가경우, 해당 포트가, 해당 포트가해당 포트가 포트가포트가 
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있는지 확인있는지 확인 확인확인
합니다.. 

드라이� 문제 문제문제
오디오 드라이�를 다시 설치합 드라이�를 다시 설치합드라이�를 다시 설치합 다시 설치합다시 설치합 설치합설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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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템

문제 가능한 원인 원인원인 조치

시�템 속도가 속도가속도가 
너무 �� ����

너무 �은 프로그�이 �은 프로그�이�은 프로그�이 프로그�이프로그�이 
실행 중입니다. 중입니다.중입니다..

일부 프로그�을 �습니다. 프로그�을 �습니다.프로그�을 �습니다. �습니다.�습니다..

컴퓨터 바이러� 공격 바이러� 공격바이러� 공격 공격공격

©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를 바이러� 백신 소프트웨어를 백신 소프트웨어를백신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바이러�를 검사하고 바이러�를 검사하고바이러�를 검사하고 검사하고검사하고 
컴퓨터를 수리합니다. 수리합니다.수리합니다..

©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합니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합니 다시 설치합니다시 설치합니 설치합니설치합니
다..

시�템이 가�� 가��가�� 
정지합니다..

하드 디�� 드라이브 디�� 드라이브디�� 드라이브 드라이브드라이브 
오류

©  손상된 하드 디�� 드라이브  손상된 하드 디�� 드라이브
를 ASUS 서비� 센터에 보
내 수리합니다.

©  새 하드 디�� 드라이브로 새 하드 디�� 드라이브로 하드 디�� 드라이브로하드 디�� 드라이브로 디�� 드라이브로디��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로드라이브로 
교환합니다..

메모리 모듈 문제 모듈 문제모듈 문제 문제문제

©  호환되는 메모리 모듈로 교 호환되는 메모리 모듈로 교 메모리 모듈로 교메모리 모듈로 교 모듈로 교모듈로 교 교교
환합니다..

©  설치한 추가 메모리 모듈을 설치한 추가 메모리 모듈을 추가 메모리 모듈을추가 메모리 모듈을 메모리 모듈을메모리 모듈을 모듈을모듈을 
제거한 후 다시 시도합니다. 후 다시 시도합니다.후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다시 시도합니다. 시도합니다.시도합니다..

컴퓨터 통�이 충분하지 통�이 충분하지통�이 충분하지 충분하지충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통�이 더 � 되는 � 통�이 더 � 되는 �통�이 더 � 되는 � 더 � 되는 �더 � 되는 � � 되는 �� 되는 � 되는 �되는 � ��
으로 ��니다. ��니다.��니다..

호환되지 않는 소프트웨 않는 소프트웨않는 소프트웨 소프트웨소프트웨
어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습니다.설치되었습니다..

OS를 다시 설치한 후 호환되는를 다시 설치한 후 호환되는 다시 설치한 후 호환되는다시 설치한 후 호환되는 설치한 후 호환되는설치한 후 호환되는 후 호환되는후 호환되는 호환되는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합니다. 다시 설치합니다.다시 설치합니다.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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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능한 원인 원인원인 조치

컴퓨터를 켠 직 켠 직켠 직 직직
후 너무 시끄� 너무 시끄�너무 시끄� 시끄�시끄�
습니다..

컴퓨터가 부�� 중입니 부�� 중입니부�� 중입니 중입니중입니
다..

정상입니다. 컴퓨터가 켜지는. 컴퓨터가 켜지는컴퓨터가 켜지는 켜지는켜지는 
�안 ��이 최고 속도로 작�합 ��이 최고 속도로 작�합��이 최고 속도로 작�합 최고 속도로 작�합최고 속도로 작�합 속도로 작�합속도로 작�합 작�합작�합
니다. OS에 들어간 후 �� 속도. OS에 들어간 후 �� 속도에 들어간 후 �� 속도 들어간 후 �� 속도들어간 후 �� 속도 후 �� 속도후 �� 속도 �� 속도�� 속도 속도속도
가 �려집니다. �려집니다.�려집니다..

BIOS 설정이 변경되었설정이 변경되었 변경되었변경되었
습니다..

BIOS를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를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기본 설정으로 복원합 설정으로 복원합설정으로 복원합 복원합복원합
니다..

하위 BIOS �전 BIOS �전�전

BIOS를 최신 �전으로 업�이를 최신 �전으로 업�이 최신 �전으로 업�이최신 �전으로 업�이 �전으로 업�이�전으로 업�이 업�이업�이
트합니다. ASUS 지원 사이트. ASUS 지원 사이트지원 사이트 사이트사이트 
http://support.asus.com을 방
문해 최신 BIOS �전을 다운로
드합니다.

컴퓨터가 사용 사용사용 
중에 너무 시끄 너무 시끄너무 시끄 시끄시끄
�습니다..

��U ��이 교환되었습��이 교환되었습 교환되었습교환되었습
니다..

호환되는 또는 ASUS가 권장하 또는 ASUS가 권장하또는 ASUS가 권장하 ASUS가 권장하가 권장하 권장하권장하
는 ��U ��을 사용하고 있는지 ��U ��을 사용하고 있는지��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사용하고 있는지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통�이 충분하 통�이 충분하통�이 충분하 충분하충분하
지 않습니다. 않습니다.않습니다..

컴퓨터가 통�이 � 되는 �에서 통�이 � 되는 �에서통�이 � 되는 �에서 � 되는 �에서� 되는 �에서 되는 �에서되는 �에서 �에서�에서 
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시�템 온도가 너무 높 온도가 너무 높온도가 너무 높 너무 높너무 높 높높
습니다..

©  BIOS를 업�이트합니다. BIOS를 업�이트합니다.BIOS를 업�이트합니다.를 업�이트합니다. 업�이트합니다.업�이트합니다.. 

©  마더보드를 다시 설치하는 방 마더보드를 다시 설치하는 방 다시 설치하는 방다시 설치하는 방 설치하는 방설치하는 방 방방
법을 알고 있을 경우 �시의 알고 있을 경우 �시의알고 있을 경우 �시의 있을 경우 �시의있을 경우 �시의 경우 �시의경우 �시의 �시의�시의 
내부 공간을 청소합니다. 공간을 청소합니다.공간을 청소합니다. 청소합니다.청소합니다..

여전�� 문제가 계속될 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문제가 계속될 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문제가 계속될 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계속될 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계속될 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경우,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의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보증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카드를 참조하고 ASUS 서 참조하고 ASUS 서참조하고 ASUS 서 ASUS 서서
비�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ASUS 지원 사이트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ASUS 지원 사이트센터에 문의하십시오. ASUS 지원 사이트 문의하십시오. ASUS 지원 사이트문의하십시오. ASUS 지원 사이트. ASUS 지원 사이트지원 사이트 사이트사이트 http://support.asus.com을 
방문해 서비� 센터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ASUS 문의 정보문의 정보 정보정보

ASUSTeK �OM�UTE� IN�.
주소 15 �i-Te �oa�, �eitou, Taipei,   15 �i-Te �oa�, �eitou, Taipei, 
Taiwan 11�59
전� +886-�-�894-�447    +886-�-�894-�447
팩� +886-�-�890-7798    +886-�-�890-7798
이메일 info�asus.com.tw   info�asus.com.tw
�사이트 www.asus.com.tw   www.asus.com.tw

기술 지원 지원지원
전� +86-�1-�84�9911    +86-�1-�84�9911
온라인 지원 support.asus.com 지원 support.asus.com지원 support.asus.com   support.asus.com

ASUS �OM�UTE� INTE�NATIONA� (미주)미주))
주소 800 �orporate Way, �remont, �A   800 �orporate Way, �remont, �A 
945�9, USA 
전� +1-510-7�9-�777    +1-510-7�9-�777
팩� +1-510-608-4555   +1-510-608-4555
�사이트 usa.asus.com   usa.asus.com

기술 지원 지원지원
전� +1-81�-�8�-�787    +1-81�-�8�-�787
지원 팩� +1-81�-�84-088� 팩� +1-81�-�84-088�팩� +1-81�-�84-088�   +1-81�-�84-088�
온라인 지원 support.asus.com 지원 support.asus.com지원 support.asus.com   support.asus.com

ASUS �OM�UTE� GmbH (�일 및 오�트리아)�일 및 오�트리아) 및 오�트리아)및 오�트리아) 오�트리아)오�트리아))
주소 Harkort Str. �1-��, D-40880   Harkort Str. �1-��, D-40880 
�atingen, Germany
팩� +49-�10�-959911   +49-�10�-959911
�사이트 www.asus.�e   www.asus.�e
온라인 문의 www.asus.�e/sa�es 문의 www.asus.�e/sa�es문의 www.asus.�e/sa�es   www.asus.�e/sa�es

기술 지원 지원지원
전�(부품) +49-1805-0109��*(부품) +49-1805-0109��*부품) +49-1805-0109��*)   +49-1805-0109��*
전�(시�템/�트북/Eee/��D) +49-1805-0109�0*(시�템/�트북/Eee/��D) +49-1805-0109�0*시�템/�트북/Eee/��D) +49-1805-0109�0*/�트북/Eee/��D) +49-1805-0109�0*�트북/Eee/��D) +49-1805-0109�0*/Eee/��D)  +49-1805-0109�0*
지원 팩� +49-�10�-9599-11 팩� +49-�10�-9599-11팩� +49-�10�-9599-11   +49-�10�-9599-11
온라인 지원 support.asus.com 지원 support.asus.com지원 support.asus.com   support.asus.com

* �일 유선전�로 전�할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일 유선전�로 전�할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 유선전�로 전�할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유선전�로 전�할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 전�할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전�할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 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경우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 EU� 0.1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분.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 이�전�로 전�할 경우 EU� 0.4�/이�전�로 전�할 경우 EU� 0.4�/ 전�할 경우 EU� 0.4�/전�할 경우 EU� 0.4�/ 경우 EU� 0.4�/경우 EU� 0.4�/ EU� 0.4�/
분..

제조업체: ASUSTeK �omputer Inc.

주소: No.150, �I-TE �D., �EITOU, TAI�EI 
11�, TAIWAN

유� 공인 대리점공인 대리점 대리점대리점: ASUS �omputer GmbH

주소: HA�KO�T ST�. �1-��, 40880 
�ATINGEN, GE�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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