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 워크스테이션 빠른 참조 카드 

Hewlett-Packard 는 HP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P 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웹과 하드 드라이브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카드를 사용하면 적합한 리소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HP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스테이션용 리소스 찾기  
 

찾을 위치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참조하십시오. 

www.hp.com/support/workstation_manuals 에서 제품 모델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 설명서를 찾으십시오. 
설명서 • Microsoft® Windows® 바탕 화면에서 시작 모든 프로그램 HP 설명서를 클릭하십시오. 

• Linux 데스크탑의 경우 HP 기본 브라우저 홈페이지를 시작하십시오. 

정보 리소스 

www.hp.com/go/workstationsupport 에서 제품 모델을 선택하고 다음 리소스를 찾으십시오. 
• Customer Advisories 또는 Customer Notices 
• 질문과 대답  
• 부품 정보  
• 재활용 정보  
• HP 전 세계 제한 보증 및 기술 지원 
힌트: 웹 사이트 리소스 섹션에 있는 See more(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ww.hp.com/go/workstationsupport 에서 제품 모델을 선택하고 다음 리소스를 찾으십시오. 
• 액티브 채팅 
• 진단 문제 또는 채팅/HP Instant Support(웹 기반 진단 도구) 
• 문제 해결(자체 도움말 문서) 
최신 Diagnostics Utility 는 www.hp.com/go/workstationsupport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하

Download drivers and software(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운영체제를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 가능 목록에서 Diagnostic(진단)을 
선택하십시오. 
SUSE Linux 시스템 또는 Windows XP 64 비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틸리티 

Microsoft Windows 바탕 화면에서 시작 도움말 및 지원을 클릭하십시오. 
Linux 시스템 또는 Windows XP 64 비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Linux 의 경우 
• www.hp.com/linux 를 참조하십시오. 
• www.hp.com/support/linux_user_manual 을 참조하십시오. 
• Linux 데스크탑의 경우 HP 기본 브라우저 홈페이지를 시작하십시오. 
•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체제(OS) 복구 정보 
Microsoft Windows 의 경우 
•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www.microsoft.com/support 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보증 또는 확장된(Care Pack) 보증 정보는 
www.hp.com/support/warranty-lookuptool 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정보 

제품에 적용되는 명시된 HP 제한 보증서는 PC 의 시작 메뉴를 이용하거나 제품과 함께 동봉된 CD/DVD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HP 제한 보증서가 인쇄물 형태로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 
제공됩니다. 보증서가 인쇄물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국가/지역의 경우에는 hp.com/go/orderdocuments 를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 인쇄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Hewlett Packard, MS POD, 11311 Chinden Blvd, Boise, ID 83714, USA 

유럽, 중동, 아프리카 
Hewlett-Packard, POD, Via G. Di Vittorio, 9, 20063,  Cernusco s/Naviglio (MI),  Italy 

아시아 태평양 
Hewlett-Packard, POD, P.O. Box 200, Alexandra Post Office, Singapore 911507 

 
서신에 제품 이름, 보증 기간(일련 번호 레이블에 적혀 있음), 성명 및 우편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는 1-800-334-5144 로 문의하십시오.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contacthp 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데이터 시트 www.hp.com/go/quickspecs 를 참조하십시오. 

RAID 정보 www.hp.com/support/RAID_FAQs 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BIOS 및 드라이버 www.hp.com/support/workstation_swdrivers 에서 제품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경고 
 
워크스테이션을 설치 및 사용할 때 다음 경고를 확인하십시오. 

  경고! 감전 위험 또는 장비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전원 코드 접지 플러그를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접지 플러그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지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꽂으십시오. 
—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서 장비의 전원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경고! 상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안전 및 편의 안내서를 읽으십시오. 안내서는 적합한 워크스테이션 설치 방법과 위치 및 컴퓨터 

사용자의 작업 습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중요한 전기적, 기계적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안내서는 웹 사이트(www.hp.com/ergo) 

및/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C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제품의 겉 포장에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반드시 두 명이 함께 운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무게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복사, 다운로드하거나 PC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경우 HP EULA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제품 전체(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구입처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 환불 요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판매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설치 
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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