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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의 및 경고

노트: "참고"는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의: "주의"는 하드웨어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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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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소형 폼 팩터용 먼지 필터
OptiPlex 소형 폼 팩터용 먼지 필터는 미세한 먼지 입자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설치 후 BIOS는 간격 설정에 따라 먼지 필터를 청
소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부팅 전 알림을 생성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먼지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1 먼지 필터의 상단 가장자리(1)를 시스템의 상단 가장자리에 맞추고 먼지 필터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눌러 시스템을 덮습니다(2).

2 표시된 대로 가볍게 눌러 먼지 필터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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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 F2를 눌러 BIOS 설정 메뉴를 시작합니다.

4 BIOS 설정 메뉴에서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구성) > Dust Filter Maintenance(먼지 필터 유지 보수)로 이동하고 15, 30, 60, 
90, 120, 150 또는 180일 간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노트: 기본 설정: 비활성 상태

노트: 경고는 정상적인 OS 작동 중이 아닌 시스템 재부팅 중에만 생성됩니다.

먼지 필터를 청소하려면 브러시로 털거나 가볍게 진공 청소기를 사용한 다음 젖은 천으로 외부 표면을 닦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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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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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은 다양한 온라인/전화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제공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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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