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510M H
사용자 설명서
개정판 1301

12MK-H51MH-1301R

*  위의 포장 내용물을 참조용일 뿐이며 실제 판매되는 품목은 각자 구매한 제품 패키지에 따라 다릅
니다. 제품 내용물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장 내용물
 5 H510M H 메인보드
 5 메인보드 드라이버 디스크  5 SATA 케이블 2개
 5 사용자 설명서  5 I/O 쉴드

하드웨어 설치, BIOS 구성 및 드라이버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GABYTE의 웹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본 제품은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였습니다. GIGABYTE는 소비자와 함께 환경을 보호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GIGABYT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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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패널 커넥터

(주의)   7.1 채널 오디오를 구성하려면 먼저 오디오 소프트웨어를 열고 장치 고급 설정 > 재생 장치를 선택하여 기본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오디오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GABYTE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버 설치
"Xpress Install"이 시스템을 자동으로 스캔한 다음 설치하도록 권장되는 모든 
드라이버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Xpress Install 버튼을 클릭하면 "Xpress Install"에서 
선택한 드라이버를 전부 설치합니다. 또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필요한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해도 됩니다.

자세한 문제 해결 정보는 GIGABYT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GABYTE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버전의  앱은  G I G A B Y T E 
웹사이트의 Support\Utility List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CPU, 메모리 모듈, SSD 및 M.2 
장치의 지원 목록은 GIGABYTE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PU 설치
CPU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메인보드가 CPU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신 CPU 지원 목록에 대해서는 GIGABYTE 웹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하드웨어 손상을 방지하려면 CPU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컴퓨터를 끄고 콘센트에서 전원 코
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CPU 중 1개의 핀을 찾으십시오. CPU는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삽입할 수 없습니다.
 • CPU 표면에 고르고 얇은 층으로 서멀 그리스를 바르십시오.
 • CPU 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PU 과열과 손상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CPU 규격에 따라 CPU 호스트 주파수를 설정하십시오. 시스템 버스 주파수가 하드웨어 규격을 
초과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주변 장치의 표준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표준 규격을 초과하도록 설정하려면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 하드 드라이브 등의 
하드웨어 규격에 따라 설정하십시오.

메모리/확장 카드 설치하기
메모리/확장 카드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메인보드가 해당 메모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용량, 상표, 속도 및 칩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지원되는 메모리 속도 및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는 GIGABYT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메인보드가 해당 확장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장 카드에 함께 포함된 설명서를 숙독하십시오.
 • 하드웨어 손상을 방지하려면 메모리/확장 카드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컴퓨터를 끄고 콘센트
에서 전원 코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메모리 모듈은 실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은 한 방향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삽입할 수 없는 경우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USB 2.0/1.1 포트
PS/2 키보드/마우스 포트
D-Sub 포트
HDMI 포트  
USB 3.2 Gen 1 포트

RJ-45 LAN 포트
라인 입력/리어 스피커 출력(청색) (주의)

라인 출력/전면 스피커 출력(녹색) (주의)

마이크 입력/센터/서브우퍼 스피커 출력(분홍색) (주의)



Regulatory Notices
United States of America,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tement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manufacturer's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Canad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Statement
This digital apparatus does not exceed the Class B limits for radio 
noise emissions from digital apparatus set out in the Radio Interference 
Regulations of the Canad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is class 
B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

Avis de conformité à la réglementation d'Industrie Canada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
003 du Canada.

European Union (EU) CE Declaration of Conformity
This device complies with the following directive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14/30/EU, Low-voltage Directive 2014/35/EU, 
RoHS directive (recast) 2011/65/EU & the 2015/863 Statement. 
This produc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all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Directives.

European Union (EU) RoHS (recast) Directive 2011/65/EU & the 
European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 Statement
GIGABYTE products have not intended to add and safe from hazardous 
substances (Cd, Pb, Hg, Cr+6, PBDE, PBB, DEHP, BBP, DBP and 
DIBP). The parts and components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to meet 
RoHS requirement. Moreover, we at GIGABYTE are continuing our 
efforts to develop products that do not use internationally banned toxic 
chemicals.

European Union (EU) Community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 Statement
GIGABYTE will fulfill the national laws as interpreted from the 
2012/19/EU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cast) directive. The WEEE Directive specifies the treatment, 
collection, recycling and disposal of electric and electronic devices 
and their components. Under the Directive, used equipment must be 
marked, collected separately, and disposed of properly.

WEEE Symbol Statement
The symbol shown below is on the product or on its 
packaging, which indicates that this product must not be 
disposed of with other waste. Instead, the device should 
be taken to the waste collection centers for activation of 
the treatment, collection, recycling and disposal procedure.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ere you can drop off your waste 
equipment for recycling, please contact your local government office, 
your household waste disposal service or where you purchased the 
product for details of environmentally safe recycling.

End of Life Directives-Recycling
The symbol shown below is on the product or on its 
packaging, which indicates that this product must not be 
disposed of with other waste. Instead, the device should 
be taken to the waste collection centers for activation of 
the treatment, collection, recycling and disposal procedure.

Déclaration de Conformité aux Directives de l'Union européenne (UE)
Cet appareil portant la marque CE est conforme aux directives de l'UE 
suivantes: directive Compatibilité Electromagnétique 2014/30/UE, 
directive Basse Tension 2014/35/UE et directive RoHS II 2011/65/UE. 
La conformité à ces directives est évaluée sur la base des normes 
européennes harmonisées applicables. 

European Union (EU) CE-Konformitätserklärung
Dieses Produkte mit CE-Kennzeichnung erfüllen folgenden EU-
Richtlinien: EMV-Richtlinie 2014/30/EU, Niederspannungsrichtlinie 
2014/30/EU und RoHS-Richtlinie 2011/65/EU erfüllt. Die Konformität 
mit diesen Richtlinien wird unter Verwendung der entsprechenden 
Standards zurEuropäischen Normierung beurteilt.

CE declaração de conformidade
Este produto com a marcação CE estão em conformidade com das 
seguintes Diretivas UE: Diretiva Baixa Tensão 2014/35/EU; Diretiva 
CEM 2014/30/EU; Diretiva RSP 2011/65/UE. A conformidade com estas 
diretivas é verificada utilizando as normas europeias harmonizadas.

CE Declaración de conformidad
Este producto que llevan la marca CE cumplen con las siguientes 
Directivas de la Unión Europea: Directiva EMC (2014/30/EU), 
Directiva de bajo voltaje (2014/35/EU), Directiva RoHS (recast) 
(2011/65/EU). El cumplimiento de estas directivas se evalúa mediante 
las normas europeas armonizadas.

Dichiarazione di conformità CE
Questo prodotto è conforme alle seguenti direttive: Direttiva sulla 
compatibilità elettromagnetica 2014/30/UE, Direttiva sulla bassa 
tensione 2014/35/UE, Direttiva RoHS (rifusione) 2011/65/UE. Questo 
prodotto è stato testato e trovato conforme a tutti i requisiti essenziali 
delle Direttive.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47 CFR § 2.1077 Compliance Information

Product Name: Motherboard
Trade Name: GIGABYTE
Model Number: H510M H

Responsible Party – U.S. Contact Information: G.B.T. Inc. 
Address: 17358 Railroad street, City Of Industry, CA91748
Tel.: 1-626-854-9338
Internet contact information: https://www.gigabyte.com 

FCC Compliance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Subpart B, Unintentional Radiator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GIGA-BYTE TECHNOLOGY CO., LTD.
주소: No.6, Baoqiang Rd., Xindian Dist., New Taipei City 231, Taiwan
전화: +886-2-8912-4000, 팩스: +886-2-8912-4005
기술 및 기타 지원(판매/마케팅): https://esupport.gigabyte.com
웹 주소(영어): https://www.gigabyte.com
웹 주소(중국어): https://www.gigabyte.com/tw

연락처

저작권
© 2021 GIGA-BYTE TECHNOLOGY CO., LTD. 모든 권리가 보유됨.
이 설명서에 언급된 상표는 각 소유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면책조항
이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GIGABYTE의 재산입니다.
이 설명서에 포함된 명세와 특징은 GIGABYTE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IGABYTE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도 복제, 복사, 번역, 전송 또는 출판할 수 없습니다.
제품 관련 정보는 당사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gigabyte.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