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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의 및 경고
노트: "참고"는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정
보를 제공합니다.

주의: "주의"는 하드웨어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이
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경고: "경고"는 재산상의 피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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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bolt 3 Type-C 포트는 특
정 도킹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spiron 15 7577 Gaming 시리즈 시스템은 Dell Thunderbolt Dock TB16, Dell Dock 
WD15, Dell Universal Dock D6000의 Dell 도킹 솔루션 기능과 타사 도킹 솔루션 기
능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노트: Dell Power Manager(DPM V3.0)가 이 문제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팝업으로 표시합니다.

표 1. Dell 도킹 솔루션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기능 설명

전원 공급 Dell Dock(Thunderbolt Dock TB16/Dell 
Dock WD15/Dell Universal Dock D6000)
이 Type-C 커넥터를 통해 전원 입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원/도크로 대기 모드 해제 버튼 도킹 버튼을 사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포트 비활성화 IT 관리자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킹에 있는 포트를 끌 수 있습니다
(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오류 메시지 및 도킹 이벤트 알림 와트 수가 부족한 전원 어댑터나 케이
블이 도킹에 연결되면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권장 액세서리를 사용하도록 권
고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및 포트 비
활성화를 알려줍니다. 그 예로 LAN으
로 대기 모드 해제, LAN 케이블 감지
(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가 있습니다.

연결된 도크로 대기 모드 해제 도킹이 노트북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합
니다(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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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케이블 FW 업데이트 Dell에서 향후 개선 사항 또는 수정 사항
을 받는 기능(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케이블 LED 도킹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런타임 MAC 주소 덮어쓰기 도킹 MAC 주소를 건너뛰므로 IT 전문
가가 도킹 스테이션의 공통 주소가 아
닌 노트북/태블릿 MAC 주소로 사용자
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도킹 펌웨어 업데이트 Dell에서 향후 개선 사항 또는 수정 사항
을 받는 기능(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LAN 케이블 감지 LAN이 도킹에 연결되면 WLAN/WWAN
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Dell 
Thunderbolt Dock TB16 및 Dell Dock 
WD15).

 

타사 도킹 솔루션 기능
• Inspiron 15 7577 Gaming 시리즈 시스템은 외부 그래픽 도킹에서 표준 

Thunderbolt 3 프로토콜/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타사 Thunderbolt 3 
eGfx 도킹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특정 호환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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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얻기
 

Dell에 문의하기
노트: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구매서, 포장 명세서, 청
구서 또는 Dell 제품 카탈로그에서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Dell은 다양한 온라인/전화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제공 여부
는 국가/지역 및 제품에 따라 다르며 일부 서비스는 소재 지역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기술 지원 또는 고객 서비스 문제에 대해 Dell에 문의하려면

1 Dell.com/support로 이동합니다.

2 지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Choose a Country/Region(국가/지역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국가 또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4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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