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 간섭 (EMI) 은 빈 공간에서 방사되거나 전원 또는 신호 리드를 따라
유도되는 신호나 방사 물질로서, 무선 항행의 기능이나 기타 안전 서비스에 방해가
되며 허가를 받은 무선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심각하게 저하, 차단 또는 반복적으로
간섭합니다. 무선 통신 서비스에는 상업용 AM/FM 라디오 방송, TV, 휴대 통신
서비스, 레이더, 항공 관제소, 호출기 및 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등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가된 무선 서비스 및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 장치와 같은 비의도성 복사장치와 함께 WLAN 또는 Bluetooth 와
같은 인가되지 않은 무선 서비스는 전자파 환경 문제의 원인입니다.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는 전자기 환경에서 전자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본 시스템은 규정 기관의 EMI 관련 규제사항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이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경우에 따라 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ll™ 제품은 전자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검사를 거쳐 등급을 취득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자기 환경 등급은 다음과 같은 국제 표준 준수
내용을 나타냅니다:
•

B등급 제품은 주거/국내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되었지만 비주거/국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주거/국내 환경은 라디오 및 TV 방송 수신기가 제품이 사용되는 곳으로
부터 10 m 이내인 환경을 말합니다.

•

A등급 제품은 비주거/국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A 등급
제품은 주거/국내 환경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본 장치가 무선 통신 서비스 전파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켜 본
다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장애를 해결하십시오.
•
•
•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수신기에 영향을 주는 컴퓨터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수신기와 컴퓨터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수신기와 컴퓨터가 회로를 공유하지 않도록 컴퓨터의 전원 콘센트를 다른
곳에 꽂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Dell 기술 지원 담당 직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또는 EMC
기술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시스템에 장착하는 주변장치, 확장 카드, 프린터, I/O 장치, 모니터 등과 같은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는 시스템의 전자기 환경 등급과 일치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복된 신호 케이블에 대한 주의사항: 무선 통신 서비스와의 장애를 줄이려면,
Dell™ 시스템에 주변장치를 연결할 때 피복된 케이블 만을 사용하십시오. 피복된
케이블을 사용하면 해당 전자기 환경에 적합한 EMC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렬 프린터의 경우, Dell™ 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Dell™ 의 월드
와이드 웹 (www.dell.com) 에서 케이블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