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eDOS 
운영 체제 중요 정보 

이 컴퓨터에는 FreeDOS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제한된 DOS 
기반 기능만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보증 
Hewlett-Packard는 FreeDOS 운영 체제 지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FreeDOS의 일부 기능이 이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컴퓨터와 함께 주문 및 배송된 일부 
하드웨어 옵션은 FreeDOS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HP는 이러한 하드웨어의 
드라이버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컴퓨터에 
포함된 표준 보증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FreeDOS에 대한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의 사본은 컴퓨터의 다음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C:\FDOS\SOURCE\FREECOM\ 

또한, 명령줄에 다음을 입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c:\fdos\source\freecom\license 

자세한 정보는 http://www.freedos.org 를 
방문하십시오.  

사용자는 추가로 설치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해야합니다. 

문서 
컴퓨터에 포함된 문서 및 유틸리티 CD에는 규제 및 
안전 정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문서 및 유틸리티 CD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또한 
http://www.hp.com/ergo 에서 온라인으로 안전 
사용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및 유틸리티 CD는 하나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문서 및 유틸리티 CD가 일부 운영 
체제에서 자동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CD의 
디렉토리를 탐색하여 문서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CD의 문서폴더를 검색하여 해당 언어 하위 폴더를 
찾은 다음 안전 사용 설명서에 해당하는 제품 폴더를 
엽니다. 

참고: 문서 및 유틸리티 CD의 내용을 보기 전에 
라이센스가 있는 운영 체제와 Adobe Acrobat 
Reader(http://www.adobe.com)의 호환 가능한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문서 및 유틸리티 CD에는 하드웨어 진단 도구라고 
하는 진단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PC-Doctor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진단 도구는 광 드라이브에 이 
CD를 넣고 컴퓨터를 시작하거나 또는 라이센스가 
있는 운영 체제를 설치한 다음 사용자 하드 
드라이브에 하드웨어 진단 도구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컴퓨터에 포함된 일부 문서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기능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 복원 및 복구 
FreeDOS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 FreeDOS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freedos.org 

Microsoft와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U.S. 
등록 상표입니다. Adobe 및 Acrobat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는 본 문서에 포함된 기술상 또는 편집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04–2007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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