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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q Presario 데스크탑 제품 

보증 및 지원 안내서 

! 1년 간 수송 가능한 교체품으로 하드웨어 부품 
교체 가능—Compaq은 쉬운 액세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교체가 쉽습니다! 

! 1년 간 하드웨어에 대한 무상 인력 지원 

! 1년 간 무상 하드웨어 기술 지원 

! 30일 간 전화 지원 사용 

 

 

주요 사항 
Compaq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Compaq에는 고객이 질문할 때 웹이나 전화를 통하여 적절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충족되고 모든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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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Hewlett-Packard Company 
© 2003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Microsoft, Windows, Windows XP는 미국 및 기타 국가/지역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Intel, Pentium, Intel Inside 및 Celeron은 Intel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여기 언급된 다른 모든 제품의 이름은 각 해당 회사의 등록상표일 수 있습니다. 

HP는 여기에 포함된 기술 또는 편집상의 오류나 생략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 제품에 대한 보증사항은 해당 제품과 함께 제공된 특별 제한 
보증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서 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되거나 정보가 유실되거나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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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 

기술 지원 http://www.compaq.co.kr/support/ 

1588-3003 

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 오전 9시-오후 1시 

시간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Compaq 기술 지원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정보들을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사용중인 제품의 정보를 적어 
두십시오. 

제품명:  

모델명:  

일련 번호:  

구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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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Q PRESARIO 데스크탑 제품 

제품 보증 및 라이센스 정보 

고객님께 
Compaq Presario PC의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Compaq Presario는 그 개발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른 광범위한 품질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Compaq이 높은 품질과 신뢰성으로 
유명한 것은 이 엄격한 테스트 기준 때문입니다. 

모든 Compaq Presario는 공장에서 출시하기 전에 종합 품질 테스트를 거쳐 PC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PC에 보안 표시를 붙여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로 개봉된 적이 
없음을 표시합니다. 

Compaq은 시스템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가 모든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Compaq Presario 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정 요구에 맞게 PC 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도하는 모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새 Compaq Presario를 완전히 설치한 후에 해야 합니다. 
설치에 대한 도움말은 시스템에 들어 있는 설치 포스터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을 설치하고 켜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증 및 지원 안내서의 앞쪽에 있는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하시면 Compaq 고객 담당자가 도와줍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Compaq Presario의 뒷면에 있는 보안 표시를 떼어내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Compaq 
Presario 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일단 보안 표시를 떼어내면 
Compaq Presario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다음 페이지에 나열되는 계약 및 조건 하에 놓이게 됩니다. 

Compaq Presario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paq Presario와 함께 멋진 세상을 찾아 떠나 
보십시오! 

Compaq 고객 지원 
연락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합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의 Compaq 고객 지원은 Compaq Presario PC 
활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Compaq의 약속입니다. PC에 설치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웹, 전화 또는 현지 판매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Compaq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새 Compaq Presario PC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 오랜 기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복잡하고 강력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끔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나 Compaq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작하기 
컴퓨터 설치 및 사용 중에 도움말을 보려면, 빠른 설치 포스터와 시작하기 안내서를 따르십시오. 

고객님의 PC 를 등록하십시오 
필요할 때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PC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PC를 켤 때 
자동으로 시작하는 전자 등록 프로그램으로 PC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http://register.hp.com에서 
웹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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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Compaq Presario에는 도움이 될만한 많은 정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Windows® 
바탕화면의 도움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눌러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Windows 바탕화면의 도움말에는 자세한 도움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도움말 및 지원 센터 내에서, Compaq의 PC에 대한 최신 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바탕화면에서 받는 Compaq으로부터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다음에는 웹 서핑을 해 보십시오! Compaq 웹 사이트에는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팁과 요령, 일반 
문제에 대한 해답 및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 http://www.compaq.co.kr/support/를 방문하여 
Compaq Presario 모델을 찾아 보십시오.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현지의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컴퓨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1년 후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만한 지원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십시오 
컴퓨터를 수리해야 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Compaq Presario 부품은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가정이나 직장에서 
며칠 내로 부품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수리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2 컴퓨터를 수리해야 할 경우,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서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본 품질 보증에는 (일부 중요한 세부사항 뿐 아니라) 몇 가지 제한 및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Compaq 제한 보증서 
COMPAQ 제품의 제한 보증 기간 

하드웨어 — 부품 및 인력 지원 1 년 

전화 지원 30 일 

Compaq은 제품 구입 후 위의 보증 기간 중 Compaq 하드웨어, 부속품 및 제공품의 재료와 제작에 
결함이 없음을 최종 사용 고객에게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중 이러한 결함을 통지 받은 경우, 
Compaq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선택하여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 교체품은 새 
제품이나 새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지닌 제품일 것입니다. 

Compaq은 제품 구입 후 위의 보증 기간 중 Compaq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지침을 올바로 
수행함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중 이러한 결함을 통지 받은 경우, Compaq은 결함으로 인해 
프로그래밍 지침을 수행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드립니다. 

Compaq은 Compaq 제품이 중단이나 오류 없이 작동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Compaq이 
합당한 시간 이내에 보증한 조건에 따라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반환시켜 할당된 기준으로 구입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부품과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가공 부품이 Compaq 제품에 포함되거나 우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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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유지 관리 또는 조정, (b) Compaq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부품 또는 제공품, (c) 승인되지 않은 개조 또는 오용, (d) 모든 컴퓨터 바이러스, (e) 
작동 환경 사양을 벗어난 환경에서의 작동 (f) 잘못된 현장 준비 또는 유지 관리 또는 (g) 홍수, 폭풍, 
벼락, 태풍 또는 지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로 인한 결함에 대해서는 본 제품 보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의 보증은 단독으로 적용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다른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보증이나 조건이 배제됩니다. 특히, COMPAQ은 
상품성, 품질 만족도,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인 모든 보증이나 조건을 배제합니다. 
일부 국가/지역, 주 또는 지방에서는 묵시적 보증 기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또는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본 보증 내용에 따른 특정 법적 권한을 가지며 
또한 국가/지역, 주 또는 지방마다 다양한 다른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Compaq 제한 보증은 Compaq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고객에게 지원되는 보증 서비스 수준은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ompaq은 법적 또는 규제적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형태, 적합성 또는 기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보증서의 보상은 고객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상입니다.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 COMPAQ 또는 그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른 행위이건 불법 행위이건 기타 
다른 행위이건 관계 없이 데이터 손실이나 직접, 간접, 특별, 부수적,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영업 이익 또는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지역, 주 또는 지방에서는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또는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서의 보증 조건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배제, 제한 또는 수정하지 않으며 
법적 의무 권한 외에 본 제품의 판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Compaq은 Compaq이 공장 출고 시 미리 설치한 경우에 한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의 
작동을 보증합니다. 즉, 올바른 드라이버가 설치되었으며 Compaq이 NIC를 인식함을 보장합니다. 
연결 문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체(CD)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CD는 1년간 결함으로부터 보증 됩니다. CD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며, CD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해야 합니다. 

고객의 책임 
현장 파견 일정이 잡히거나 교체 부품이 발송되기 전에, 고객은 Compaq에서 제공하는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제품 외부에서 손실되거나 변경된 파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절차를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현장 파견 서비스를 받을 경우,고객은 제품에 대한 접근, 적정 거리 내의 충분한 작업 공간 및 시설, 
Compaq에서 제품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 및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일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공품 및 소모품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 파견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고객 당사자나 18세 이상의 대리인이 항상 동석해야 합니다. 
수리 요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Compaq 은 Compaq 감독 하에서 고객사의 직원이 직접 제품을 유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Compaq에서 현장 파견 서비스 대신 제 3자 수리 서비스와 
같은 다른 수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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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보증 수리 서비스 
1년의 부품 및 인력 지원 보증 기간 중 제공되는 수리 서비스에는 아래의 고객 교체용 부품 서비스, 
제 3자 수리 서비스, 현장 파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하드웨어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구입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 수리 시간은 위치 및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담당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 교체용 부품 서비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및 모니터 등의 고객 교체용 부품은 신속한 부품 배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ompaq은 부품을 보내드리고, 필요 시에는 부품 교체에 필요한 전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Compaq에서 부품(예: 모니터)에 대한 담보로 신용 카드를 요구하고 
고장난 제품이 30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부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제 3 자 수리 서비스 

1년의 제품 보증 기간 중 언제라도 Compaq Presario 승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PC를 가져가거나 
보내면 필요한 하드웨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mpaq 고객 지원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파견 서비스 

현장 파견 서비스는 한국에서 판매 및 서비스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mpaq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Compaq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센스 계약서 
경고: 본 소프트웨어는 아래 기술된 COMPAQ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이 라이센스 조건의 수락을 의미합니다. 이 라이센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반환하고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다른 
제품과 함께 묶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전체 미사용 제품을 반환하고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mpaq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센스 계약은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Microsoft 제품은 Microsoft 온라인 문서에 포함된 
Microsoft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EULA)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Compaq과의 별도 서면 계약이 없는 한,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다음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사용권 — Compaq은 사용자에게 본 소프트웨어 복사본 1 부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사용"이란 본 소프트웨어의 저장, 로드, 설치, 실행 또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라이센스 부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에 "동시 사용" 라이센스가 부여된 경우, 사용이 허가된 최대 수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Compaq, 자회사 또는 타사 공급업체에게 있습니다. 
사용자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본 
소프트웨어의 권리가 판매되는 것도 아닙니다. Compaq의 타사 공급업체는 이 라이센스 조건의 
위반 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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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개조 —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환경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경우는 보관을 목적으로 하거나 
인정된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복사나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모든 복사본이나 개조본에 원본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든 저작권 통지를 
복제해야 합니다. 공용 네트워크에는 본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복구 CD와 함께 제공된 경우, (i) 복구 CD 및 지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는 처음에 복구 
CD와 함께 제공되었던 Compaq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를 복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ii) 복구 CD에 포함된 다른 Microsoft 제품에 대한 별도의 EULA가 컴퓨터에 들어 있으면 그 
Microsoft 제품은 해당 EULA의 조건을 따릅니다. 

해체 금지 

해독 — Compaq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소프트웨어를 해체하거나 역컴파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Compaq의 동의 없이 제한적인 해체나 역컴파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 
시, 사용자는 해체나 역컴파일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Compaq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해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 소프트웨어를 해독하면 안됩니다. 
양도 — 본 소프트웨어를 양도하면 사용자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용자는 양도 즉시 
복사본 및 관련 문서를 포함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에 
대한 본 라이센스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종료 — Compaq은 본 라이센스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통지 후 즉시 사용자 라이센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즉시 사용자는 모든 복사본, 개조본 및 어떠한 형태로든 병합된 모든 부분과 함께 
본 소프트웨어를 파기해야 합니다. 
수출 규정 — 본 소프트웨어나 복사본 또는 개조본은 해당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Filename:sb38060_ko.doc      Title:HP-Print2k.dot 
Template:HP-Print2K-Compaq_Vertical.dot      Author:billm      Last Saved By:ellie lee 

Revision #:13      Page:10 of 10      Printed: 01/28/03 12:59 PM 

 

적합성 선언서 
사용자 안내문 : B 급 기기 

이 기기는 비업무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기기이오니,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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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사양 
전기 정격: 모델: 8000 시리즈, S0000 시리즈 

100–127 V∿/200–240 V∿,  
4/2 A, 50/60 Hz 

작동 온도: 5° C 에서 35°C 
(DVD+RW 드라이브가 있는 모델의 작동 온도는 
5°C에서 30°C입니다.) 

보관 온도: –40° C에서 70° C 

작동 습도: 15%에서 80%(26°C에서) 

보관 습도: 90%(65°C에서) (이슬 맺힘 없음) 

작동 고도: 0-2286 m 

보관 고도: 0-4572 m 

 

이 제품에는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분리 수거하여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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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규제 정보 

 
경고: Compaq Presario는 무겁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옮길 때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들어서 옮겨야 합니다. 

 

 
경고: 정전기 방전(ESD)으로 디스크 드라이브, 추가 카드 및 기타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SD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 컴퓨터의 금속 
부분에 부착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카드는 전도성 스티로폼 
패드 위 또는 카드가 들어 있던 전도성 포장 봉투 안에 놓으십시오. 
절대로 카드를 포장 봉투 위에 놓지 마십시오. 

 

 
경고: 커버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켜지 마십시오. 항상 커버를 
제자리에 다시 위치시킨 다음 시스템을 켜십시오. 

 

 
경고: 전원 장치에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연결하기 전에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추가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 

 

 
경고: 다른 형식의 메모리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메모리 모듈을 소켓에서 강제로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메모리 
모듈을 빼내려면 고정 클립을 사용합니다. 

 

 
경고: 과다 전류를 사용하는 추가 카드를 설치 하여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마십시오. 시스템은 컴퓨터의 각 보드/카드에 +5V 전력의 2 
암페어(평균)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완전히 로드된 
시스템(모든 추가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5V 전류의 총 
사용량은 (총 슬롯 수 X 2) 암페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고: 확장 슬롯 커버의 가장자리는 날카로우니 주의하십시오. 

 

 
경고: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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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AR 준수 
포장 상자에 ENERGY STAR® 로고가 표시된 Compaq 
Presario PC 및 모니터는 미국 환경 보호국의 ENERGY STAR 
지침서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에 적합합니다. 

ENERGY STAR 레이블이 있는 제품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
틸리티 비용을 줄이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
니다. 

ENERGY STAR®는 미국 정부가 소유한 등록 상표입니다. 

 
경고: 이 장치를 사용할 때는 화재, 감전 및 신체적 상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물 근처(예를 들어, 욕조, 세면기, 싱크대나 세탁기 근처, 또는 축축한 
지하나 수영장)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심한 뇌우 중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번개로 인해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가 새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비의 덮개를 열거나 연결되어 있는 모뎀 케이블, 잭 또는 내부 
부품들을 만지기 전에 항상 모뎀 케이블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 이 제품에 전화선 코드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No. 26 AWG 이상의 전자 통신선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콘센트에 모뎀이나 전화 케이블을 
꽂지 마십시오. 

지시사항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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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 정보 

본 제품은 “IT” 전원 시스템(IEC 60950에 의거한 접지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AC 
분배 시스템)에 대한 연결에 대해 평가 받은 바 없습니다. 

AC 전원 관련 안전 경고 

 
경고: 컴퓨터를 AC 콘센트 가까이에 설치하십시오. AC 전원 코드는 
Compaq Presario를 AC 전원과 단절하는 주 장치이므로 항상 쉽게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시스템과 함께 제공 되는 전원 코드에는 
접지 플러그가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을 피하려면 항상 올바르게 
접지된 전원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경고: 시스템에는 115 또는 230 VAC 전원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 선택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전압 선택 스위치는 제품을 
판매한 국가/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압이 사전 설정 되어 
있습니다. 전압 선택 스위치를 잘못 선택하면 PC가 손상되며 모든 
기본적인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고: 전화 네트워크에서의 감전 가능성을 줄이려면 컴퓨터를 전화 
회선에 연결하기 전에 AC 콘센트에 컴퓨터를 먼저 연결하십시오. 또한 
컴퓨터와 AC 콘센트 의 연결을 끊기 전에 전화 회선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경고: 컴퓨터 커버를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항상 모뎀 코드를 전화 
시스템에서 빼십시오. 

 

 
경고: 커버를 제거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경고: 전원 공급 장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자격 있는 기술자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의뢰하십시오. 그 밖의 다른 모든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 안전을 위해 본 안내서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 하기 전에 항상 
시스템을 전원 및 원격 통신 시스템 (전화 회선), 네트워크 또는 
모뎀에서 연결을 끊으십시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체적 
상해 또는 장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전원 공급 장치 
및 모뎀 내부의 전압은 위험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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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배터리 주의 사항 

 
경고: PC는 CR2032형식의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레이저 안전 지침 
Class 1 레이저 제품 

CD-ROM 및 DVD-ROM 드라이브에는 레이저 시스템이 들어 있으며 1968년 
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라 미 후생성(DHHS) 방사선 성능 
기준 아래 이 드라이브들은 “Class 1 레이저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장치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인증된 서비스 지역으로 연락하십시오. 

 
경고: 시작하기 안내서에 지정된 것 이외의 제어, 조절 또는 성능 절차의 
사용은 위험한 방사능 노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려면, CD-ROM 또는 DVD-ROM의 외장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레이저 제품 레이블 

다음 레이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Compaq 레이저 제품의 표면에 있습니다. 

이 레이블은 제품이 CLASS 1 
레이저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레이블은 제품에 
설치된 레이저 장치에 있습니다. 

 

TV 안테나 커넥터 보호 

외부 텔레비전 안테나 접지 

제품에 외부 안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이 연결된 경우, 안 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이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급전압 상승 및 내부 정전기에 대한 몇 가지 
보호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ational Electrical Code, ANSI/NFPA 
70의 810절은 마스트 및 지지 구조의 적절한 전기적 접지, 방전 안테나 장치에 
대한 인입선 접지, 접지 도선 크기, 방전 안테나 장치 위치, 접지 전극에 대한 연결 
및 접지 전극에 대한 필요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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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에 대한 보호 

번개가 치는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둘 때는 모든 
Compaq 제품의 추가 보호를 위해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고 안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번개 및 급전압 상승으로부터 제품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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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외부 안테나 시스템은 가공 전선이나 다른 전기 조명 및 전원 회로 주변에, 또는 
안테나가 전선이나 회로에 떨어질 수 있는 곳에는 둘 수 없습니다. 

 
경고: 전선이나 회로를 만지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외부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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