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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
모니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안전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
• 모니터와 함께 제공되었거나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액세서리만사용하십시오 .
•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 백을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보관하십시오 .
• 모니터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전원 케이블의 전격전압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전력 사양과 호환되는지확인하십시오 .

• 전원 코드 플러그는 제대로 배선되고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연결되어야 합니다 .
•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그럴 경우 감전될 수있습니다 .
• 모니터를 안정적이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놓으십시오 .
• 전기 라디에이터 또는 직사광선과 같은 열원 근처에 모니터를두지 마십시오 .
• 모니터의 구멍이나 개구부는 통풍을 위한 것입니다 . 다른 물체로통풍구를 
덮거나 차단하지 마십시오 .

• 모니터를 사용할 때 물 , 음료수 또는 모든 유형의 액체를 근처에두지 
마십시오 . 그럴 경우 감전이 발생하거나 디스플레이가파손될 수 있습니다 .

• 모니터를 청소하기 전에 전원 콘센트에서 분리했는지확인하십시오 .
• 화면 표면은 긁히기 쉬우므로 단단하거나 뾰족한 물체가 표면에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 휴지 대신에 보푸라기가 없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화면을닦으십시오 . 
필요할 경우 모니터를 청소할 때 유리용 세정제를사용해도 됩니다 . 하지만 
세정제를 화면에 바로 뿌려서는 안됩니다 .

• 모니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케이블을분리하십시오 .
• 모니터를 직접 분해 또는 개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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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포장 풀기
1. 포장 상자의 상단 덮개를 엽니다 . 그런 다음 내부 덮개에 부착된 포장 풀기 
지침을 따릅니다 . 상자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상자를 안정적인 
표면펜위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

2. 내부 덮개를 엽니다 . (개구부를 통해 ) EPS 폼 어셈블리를 잡아 박스에서 
꺼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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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단 EPS 폼에서 구성품을 분리합니다 .  

4. 상단 EPS 폼을 분리합니다 . 그런 다음 스탠드를 하단 EPS 폼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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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품
포장 상자에는 다음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 누락된 구성품이 있을 경우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모니터 모니터 받침대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USB 케이블스탠드 DP 케이블

다국어
설치
가이드

보증서

빠른 시작 가이드 보증서

참고 : 모니터의 추후 운송을 위해 포장 상자 및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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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전면

1

2

1 전원 LED 2 제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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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USB 3.0PDHDMI-1 HDMI-2

1 53 4 6 72

1   AC IN 잭
2   켄싱턴 잠금 장치
3   HDMI 포트 (2개 ) 
4   DisplayPort

5  헤드폰 잭
6  USB 3.0 포트 (2개 )
7  USB 업스트림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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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받침대 설치하기
1. 받침대를 스탠드 아래의 받침대에 맞춥니다 . 그런 다음 받침대를 스탠드에 
부착합니다 . 나사를 조여 모니터 받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

참고 : 동전이나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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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된 스탠드 및 받침대를 똑바로 세우고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 그런 다음 
안전판이 슬롯에서 자동으로 분리되도록 스탠드 판을 내립니다 . 

3. 모니터를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포장 쿠션이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 
EPE 백을 떼어 내고 모니터 후면에 스탠드를 설치합니다 . 그런 다음 스탠드 
손잡이를 잡고 하단 EPS 폼에서 모니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 모니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 테이블 위에 똑바로 세워 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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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들어올리기
스탠드 손잡이를 잡고 상자에서 모니터를 꺼냅니다 . 모니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뒤집어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올려 놓습니다 . 모니터에서 폼 랩을 
제거합니다 .

참고 : 추후에 모니터를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에 상자와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 장착된 폼 포장은 운송 중 모니터를 보호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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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 조절하기
참고 : 조절할 때 화면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니터 받침대를 잡으십시오 .

기울기 각도 조절하기
원하는 시야각 (-5˚~20˚)으로 화면을 앞으로 또는 뒤로 기울입니다 .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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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방향 변경하기
화면을 가장 높은 위치 (130mm)까지 올립니다 .

130 mm

참고 : 높이 조절을 하기 전에 스탠드에서 안전판을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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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장착 브래킷 설치하기 (선택 사항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100 x 100mm 벽 장착 키트만 사용하십시오 .
1.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모니터를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
참고 : 모니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테이블 표면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

2. 잠금 클립을 안쪽으로 밀면 모니터에서 스탠드가 분리됩니다 .

3. 스탠드를 살짝 당겨 고리를 분리합니다 . 그런 다음 스탠드를 분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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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 후면의 장착 구멍에 장착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 그런 다음 나사 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

100 mm

100 mm

참고 : 모니터를 벽에 장착하려면 벽 장착형 브래킷 키트에 포함된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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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11

42

3

5

키보드

마우스 및 USB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컴퓨터

헤드폰

전원 콘센트

USB 3.0PDHDMI-1            HDMI-2

6

1  전원 케이블 
2  HDMI 케이블
3  DisplayPort 케이블
4  헤드폰 케이블

5  USB 케이블
6  USB(A-수 ~B-수 )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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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사용하기
전원 켜기 /끄기
AC 입력 잭 옆의 스위치가 ON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켜기
1. 전원 케이블의 한쪽 끝을 모니터 뒷면의 AC IN 잭에 연결합니다 .
2. 전원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3. 제어 단추를 눌러 모니터 를 켭니다 . 전원 LED가 흰색으로 켜지면 모니터가 사용 
준비를 마쳤음을 표시합니다 .

전원 끄기
제어 버튼을 2초 동안 눌러 모니터를 끕니다 .
참고 : 주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면 제어 버튼을 아래로 움직여 모니터를 끌 수도 있습니다
( ).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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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를 위한 권장 사항
다음은 모니터를 편안하게 보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 모니터를 보는 최적의 거리 범위는 약 510mm~760mm(20�~30�)입니다 .
•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편안하게 앉았을 때 화면의 맨 윗부분이눈 높이에 
있거나 약간 아래에 있도록 모니터를 배치하는것입니다 .

• 수행 중인 작업 유형에 따라 적합한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
• 30분마다 규칙적으로 자주 휴식 (최소 10분 )을 취합니다 .
• 모니터 화면에서 주기적으로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휴식하는동안 20초 이상 멀리 
있는 사물을 주시합니다 .

• 눈 운동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운동을 자주 
반복하십시오 .  
(1) 위 , 아래를 봅니다 .  
(2) 눈동자를천천히 굴립니다 .  
(3) 눈동자를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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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소스 선택

1. 오른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입력 선택 메뉴를 실행합니다 .

2. 가운데 제어 버튼을 눌러 
( ) 원하는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  
제어 버튼을 눌러 확정합니다 .

선택 나가기

입력 선택

DisplayPort

HDMI 1

HDM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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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빠른 메뉴
단축키
기본적으로 제어 버튼에는 특정 기능이 할당됩니다 .
참고 : 프리셋 단축키 기능을 변경하려면 36페이지 �퀵 스위치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단축키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이하십시오 .
• 위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블랙 이퀄라이저 메뉴를
실행합니다 .
위 /아래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설정을 조정하고 제어 버튼을 눌러  
확정합니다 .

조정 나가기

블랙 이퀄라이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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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영상 모드 메뉴를 실행합니다 .
가운데 제어 버튼을 눌러 ( )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제어 버튼을  
눌러 확정합니다 .

• 왼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음량 메뉴를 실행합니다 .
 위 /아래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헤드폰 음량 레벨을 조정하고 제어  
버튼을 눌러 확정합니다 .

• 오른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입력 선택 메뉴를 실행합니다 . �입력 소스 선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 메뉴를 닫으려면 왼쪽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 ).

선택 나가기

영상 모드

일반 모드

FPS 모드

RPG/RTS 모드

영화 모드

독서 모드

조정 나가기

음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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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키 설명서
• 제어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

나가기

설정

전원 끄기

게임보조기능대쉬보드

게임보조기능

전원 끄기

설정

대쉬보드

나가기

그런 다음 제어 버튼으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대쉬보드
메인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면 왼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대쉬보드 메뉴를 
실행합니다 .

선택 나가기

대쉬보드

기능 스위치

대쉬보드
위치

ON

OFF

CPU 온도

CPU Frequency

CPU 팬 속도

CPU 팬 속도

CPU 사용률

GPU 온도

GPU Frequency

• 기능 스위치 :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합니다 . 활성화할 경우 화면에 표시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대쉬보드 위치 : 화면에 표시할 대쉬보드 정보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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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쉬보드 구성을 완료하면 시스템 데이터가 USB 포트를 통해 SOC로 
전송되며 선택한 기능의 값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AORUS 마우스 DPI

CPU 온도
CPU Frequency
CPU 팬 속도
CPU 사용률 
GPU 온도
GPU Frequency
GPU 팬 속도
GPU 사용률

참고 : USB 케이블로 모니터의 USB 업스트림 포트와 컴퓨터의 USB포트가 제대로 연결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참고 : �OSD Sidekick�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실행해야 합니다 .

게임보조기능
• 메인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면 오른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게임보조기능 메뉴를 
실행합니다 .

선택 나가기

게임보조기능

GAME 정보

화면조정

게임 타이머

크로스헤어

게임 카운터

새로 고침 빈도

OFF

스톱워치

타이머

정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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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정보 : FPS(1인칭 슈팅 ) 게임과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를 선택하려면 게임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설정을 OFF로 지정합니다 .

√ 게임 카운터 또는 새로 고침 빈도를 선택하여 게임 카운터 또는 실시간 새로 고침 
설정을 활성화 /비활성화합니다 .

√ 정보 위치를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할 정보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

60

05:00

0
60

• 크로스헤어 : 자신의 게임 환경에 맞게 원하는 크로스헤어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이렇게 하면 더욱 손쉽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

• 화면조정 :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화면의 상하좌우에 기준선이 표시되어 편리하게 
다중 모니터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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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설정 구성
화면에 메인 메뉴가 표시되면 위쪽 제어 버튼을 눌러 ( ) 설정 메뉴를 실행합니다 .
참고 : 제어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하고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버튼 설명서

게임
게임과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해상도 블랙 이퀄라이저 에임 스테빌라이저 반응속도 새로 고침 빈도 FreeSync
1920x1080 10 OFF 밸런스 60HZ ON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에임 스테빌라이저

블랙 이퀄라이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반응속도

FreeSync설정 저장하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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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에임 스테빌라
이저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움직임이 빠른 게임에서 모션 블러가 감소합
니다.
참고: 해당 기능은 아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파수 설정이 100Hz 미만인 경우
- FreeSync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블랙 이퀄
라이저

검정색 영역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초 해상도 저해상도 이미지를 선명하게 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을 선택합니다.
• 전체화면: 입력 이미지를 화면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16:9 화면 비율의 이미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 화면 비율: 입력 이미지를 기하학적인 왜곡 없이 화면에 맞게 
최대한 가득 채워 표시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FreeSync 및 PIP/ PBP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반응속도 LCD 모니터의 반응 시간을 단축합니다.

FreeSync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게임 플레이 동안 화면 끊김이나 분열 현상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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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와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밝기 대비 선명도 Gamma 색 온도
85 50 5 OFF 표준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설정 저장하기

85

밝기

대비

컬러 바이브런스

선명도

Gamma

색 온도

로우 블루라이트

FPS 모드

일반 모드

RPG/RTS 모드

영화 모드

독서 모드

sRGB 모드

사용자 모드 1

해상도
1920x1080

항목 설명
일반 모드  문서 편집 또는 웹사이트 탐색에 적합합니다 .

FPS 모드 FPS(1인칭 슈팅 ) 게임 플레이에 적합합니다 .

RPG/RTS 모드 RTS(실시간 전략 ) 또는 RPG(롤플레잉 ) 게임 플레이에 
적합합니다 .

영화 모드 영화 감상에 적합합니다 .

독서 모드 문서를 보는 데 적합합니다 .

sRGB 모드 컴퓨터에서 사진 또는 그래픽을 보는 데 적합합니다 .

사용자 모드 1 사용자 지정 영상 모드 설정입니다 .

사용자 모드 2 사용자 지정 영상 모드 설정입니다 .

사용자 모드 3 사용자 지정 영상 모드 설정입니다 .

참고 :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로우 블루라이트 �레벨 10�은 TUV 로우 블루라이트 인증을 준
수하는 최적화된 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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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화면과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밝기 대비 선명도 Gamma 색 온도
85 50 5 OFF 표준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설정 저장하기

HDMI 1

HDMI 2

DisplayPort

HDMI RGB 신호 범위

입력 선택

Overscan

해상도
1920x1080

항목 설명
입력 선택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

HDMI RGB 
신호 범위

적합한 RGB 범위 설정을 선택하거나 모니터가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합니다 .
참고 : 이 옵션은 HDMI 입력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verscan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입력 이미지를 약간 확대하여 이미지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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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스템과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밝기 대비 선명도 Gamma 색 온도
85 50 5 OFF 표준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설정 저장하기

음량

음소거OSD 설정

오디오

퀵 스위치 설정

기타 설정

해상도
1920x1080

항목 설명
오디오 헤드폰 설정을 구성합니다 .

• 음량 : 음량 레벨을 조정합니다 .
• 음소거 : 음소거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합니다 .

OSD 설정 OSD(On-Screen Display) 메뉴와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
• 시간 설정 : 화면에 OSD 메뉴가 남아 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

• OSD 투명도 : OSD 메뉴의 투명도를 조정합니다 .

OSD 설정
(계속 )

• OSD 잠금 :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OSD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OSD 잠금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제어 키를 누르십시오 .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눌러 확정하십시오 .

버튼이 잠겨 있습니다.
OSD 잠금 해제 확인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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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퀵 스위치 설정 단축키 기능을 할당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옵션 : 에임 스테빌라이저 , 블랙 이퀄라이저 , 로우 
블루라이트 , 음량 , 입력 선택 , 대비 , 밝기 및 영상 모드
단축키의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 ): 블랙 이퀄라이저   
아래 ( ): 영상 모드 
오른쪽 ( ): 입력 선택
왼쪽 ( ): 음량

기타 설정 • 해상도 알림 :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모니터가 다른 입력 소스로 
전환될 때 화면에 현재 해상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 입력 자동 전환 :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소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

• 자동 전원 끄기 :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모니터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자동으로 꺼집니다 .

기타 설정
(계속 )

• DisplayPort Ver.: DisplayPort 버전을 1.1, 1.2로 설정합니다 .
참고 :
• 이 옵션은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DisplayPort 버전을 기반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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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설정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밝기 대비 선명도 Gamma 색 온도
85 50 5 OFF 표준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설정 저장하기

繁中

English

简中

Deutsch

Français

日本語

한국어

해상도
1920x1080

항목 설명
언어 설정 OSD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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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저장하기
모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밝기 대비 선명도 Gamma 색 온도
85 50 5 OFF 표준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설정 저장하기

Save

Load설정2

설정1

설정3

해상도
1920x1080

항목 설명
설정 1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Save 및 Load 메뉴가 나타납니다 .

설정 2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Save 및 Load 메뉴가 나타납니다 .

설정 3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Save 및 Load 메뉴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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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
모니터를 공장 기본설정으로 복원합니다 .

나가기

이동/조정

입력/확인

영상 모드 일반 모드

밝기 대비 선명도 Gamma 색 온도
85 50 5 OFF 표준

게임

사진

디스플레이

시스템

언어 설정

재설정

설정 저장하기

해상도
1920x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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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양

구성품 사양
패널 크기 27인치
가로 세로 비율 16:9
해상도 1920 x 1080
새로 고침 속도 165Hz
LED 수명 30,000시간 (최소 )
픽셀 피치 0.3114(H) x 0.3114(V)
반응 시간 1ms(MPRT)
밝기 250nits(일반 )/200nits(최소 )
명암비 3000:1(일반 )
색상 심도 16.7M(8비트 )
활성 디스플레이 영역 597.888(H) x 336.312(V)
시야각 178° (H)/178° (V)
주파수 48~165Hz
입력 /출력 단자 • 2x HDMI 2.0

• 1x DP 1.2
• 1x 헤드폰

• 2x USB 3.0(다운스트림 )
BC 1.2 충전 용량 5V/1.5A

• 1x USB 업스트림
전원 공급 장치 50/60Hz에서 AC 100 ~ 240V
전력 소모량 • 켜져 있을 때 : 55W(최대 )

• 대기 중일 때 : 0.3W
• 꺼져 있을 때 : 0.2W

치수 (W x H x D) 700 X 481 X 248 mm(스탠드 포함 )
무게 6.39 kg(순 무게 )
온도 범위 (작동 시 ) 0° C~40° C
참고 : 사양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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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타이밍 목록
포트 FHD 포트 FHD
HDMI 640x480@60Hz DP 640x480@60Hz

640x480@75Hz 640x480@75Hz
720x480@60Hz 720x480@60Hz
800x600@60Hz 800x600@60Hz
800x600@75Hz 800x600@75Hz
1024x768@60Hz 1024x768@60Hz
1024x768@75Hz 1024x768@75Hz
1280x720@60Hz 1280x720@60Hz
1280x720@120Hz 1280x720@120Hz
1280x720@144Hz 1280x720@144Hz
1920x1080@60Hz 1920x1080@60Hz
1920x1080@120Hz 1920x1080@120Hz 
1920x1080@144Hz 1920x1080@144Hz

1920x1080@16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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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하기

문제 가능한 해결책
전원 없음 • 전원 케이블이 전원 및 모니터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케이블이 점검하고 연결하여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모니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음

• 모니터와 컴퓨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두 장치가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올바른 입력 소스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5 
또는 3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이미지가 전체 
화면을 채우지 
않음

• 다른 디스플레이 (가로 세로 비율 ) 설정을 
시도하십시오 .  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색상이 왜곡됨 • 입력 신호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이미지 관련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 �그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소리가 안 나옴 
또는 볼륨이 낮음

• 헤드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볼륨 레벨을 조절하십시오 . 27 또는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오디오 소스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 컴퓨터 사운드 관련 설정을 조절하십시오 .

참고 :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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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리
화면이 더러워지면 다음을 수행하여 화면을 청소하십시오 .
•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화면을 닦아 잔여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
• 부드러운 천에 세정액을 뿌리거나 바르십시오 . 그런 다음 축축한 천으로 
화면을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

참고 :
• 축축하지만 완전 젖어 있지는 않는 천을 사용하십시오 .
• 닦을 때는 화면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
• 산성 또는 연마성 세척제는 화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USB 충전 관련 참고 사항
다음 장치는 CDP 모드의 BC 1.2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 허브가 PC에 연결되면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러한 장치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 장치 PID/VID
Apple IPad PID_129A/VID_05AC
Samsung Galaxy Tab2 10.1 PID_6860/VID_04E8
Samsung GALAXY TabPro PID_6860/VID_04E8

GIGABYTE 서비스 정보
자세한 서비스 정보는 GIGABYTE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https://www.gigabyte.com/

http://www.gigabyte.com/
http://www.gigabyte.com/
http://www.gigaby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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