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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ZO LCD Utility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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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ZO LCD Utility Disk에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또는

중요
안전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PRECAUTIONS(주의사항), 본 설치 가이드 및 CD-ROM에 저장된 사용설명서를 꼭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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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이드
컬러 LCD 모니터

모니터
그래픽 보드는 VESA 표준과 CEA-861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용 제품.

USB 케이블 *1

스테레오 미니 단자 케이블 *1

전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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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ZO LCD Utility Disk

EIZO LCD Utility Disk

Setup Guide
(설치 가이드)

케이블 홀더

Assembling the Stand

스탠드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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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

문제

화상이 표시되지

않음

• 전원 코드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  를 누릅니다.

• 주 전원을 끈 다음, 몇 분 뒤에 다시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 DisplayPort를 사용하여 연결된 장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모니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출력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설정 메뉴에서“ Brightness(밝기)”,“ Contrast(콘트라스트)” 
및/또는 “Gain(게인)”을 늘립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모니터의 해상도 및 수직 스캔 주파수를 만족하도록 PC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PC를 다시 부팅합니다.

• 그래픽보드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보드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청색으로 켜집니다.

전원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

입력 신호가 지정된 주파수 범위를 
벗어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

•            를 사용하여 입력 신호를 전환합니다.

•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에서 임의의 키를 누릅니다.

• PC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EcoView Sense 기능이 "On (켜짐)" 상태일 경우, 모니터가 
절전 모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니터 근처로 오십시오. 
스크린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에서 
임의의 키를 누릅니다.

 다음의 해결 방법을 이행한 후에도 모니터에 화상이 표시되지 않으면, 가까운 EIZ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절전 레벨

Auto EcoView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모니터 앞쪽의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모니터에서 사람이 멀어지면, 모니터 가 자 동으로 절전 모드로 바뀌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으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센서 민감도 및 절전 모드 활성화 대기 시간은 모니터 
사용 환경 및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coView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