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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X399 플랫폼에 CPU 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1 단계부터 3 단계까지 참고해 나사를 조인 후, 커버가 잘 

잠기지 않습니다.. 

A: 1,2 그리고 3 번 순서대로 나사를 가볍게 조이세요. 그리고 나서 모두다 꽉 조이세요.  

 

 

2. Q: AM4 플랫폼에서 Ryzen Master 와 A-Tuning 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Ryzen Master 와 A-Tuning 은 서로 다른 위치를 읽으므로, Ryzen Master 와 A-Tuning 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Q:  Thunderbolt AIC 카드는 어느 PCIe 슬롯에 사용해야 하나요? 

A:  X299 플랫폼은 Thunderbolt AIC 를 위한 특정 슬롯이 없습니다. 

Thunderbolt AIC 카드는 CPU 의 모든 PCIe 슬롯과 호환 됩니다. 

PCIe 슬롯이 활성화된 경우 (CPU 에 따라 다름), OS 상에서 Thunderbolt 가 감지될 것입니다. 

 

CPU 기반 PCIe 레인 구성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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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레인의 CPU 를 설치한 경우, PCIE1/PCIE2/PCIE3/PCIE5 는 x16/x8/x16/x0 또는 x8/x8/x16/x8 로 동작할 것입니다. 

귀하는 PCIE1/PCIE2/PCIE3/PCIE5 슬롯에 Thunderbolt 를 설치하면 됩니다.  

 

28 레인의 CPU 를 설치한 경우, PCIE1/PCIE2/PCIE3/PCIE5 는 x16/x0/x8/x0 또는 x8/x0/x8/x8 로 동작할 것입니다. 

귀하는 PCIE1/PCIE3/PCIE5 슬롯에 Thunderbolt 를 설치하면 됩니다. 

 

16 레인의 CPU 를 설치한 경우, PCIE1/PCIE2/PCIE3/PCIE5 는 x16/x0/x0/x0 또는 x8/x0/x4/x0 로 동작할 것입니다. 

귀하는 PCIE1/PCIE3 슬롯에 Thunderbolt 를 설치하면 됩니다. 

 

Q: 채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2 개의 PSU 를 가지고 있는 경우, H110 Pro BTC+에 PSU 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A: 채굴 시스템을 위해 2 개의 PSU 가 있는 경우, H110 Pro BTC+ 관련 전원 커넥터는 반드시 같은 PSU 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연결된 모든 전원 커넥터가 (4-핀, 24-핀, SATA 및 PCIe) 동일한 PSU 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No Description 

1 ATX 12V Power Connector (ATX12V1) 

4. ATX Power Connector (ATXPWR1) 

18 SATA Power Connector (SATA_POW1) 

19 PCIe Power Connector (PCIE_PWR2) 

21 PCIe Power Connector (PCIE_PW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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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Z270 Gaming-ITX/ac 의 수신기를 통해 Dolby ATMOS 를 어떻게 재생하나요? 

A:   다음의 요구사항, 구성 및 설정 과정을 참고하세요. 

 

[요구사항] 

OS: Windows 10 

Receiver / decoder: Onkyo TX-NR 747 or other receiver supporting HDCP 2.2 

Player: Pioneer Ultra HD Blu-ray drive 

BD Disk: Most 3D / 4K BD disk movie 

Playback Software: Power DVD 14 or later version 

 

[구성] 

M/B: Z270 Gaming-ITX/ac 

BIOS: P2.3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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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이 부팅되면 "F2"를 눌러 UEFI 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Advanced > CPU Configuration 경로로 이동하여 "Software Guard Extensions"를 활성화 하세요.  

"F10"키를 눌러 저장하고, BIOS 설정 화면을 빠져나오세요. 

 

 

 

2. OS 로 부팅하고 머더보드에 관한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하세요. 

ME 드라이버는 ver 11.6.0.1125 을 (Ultra HD Blu-ray 지원) 다음의 링크에서 내려받아 설치하세요. 

http://www.asrock.com/MB/Intel/Fatal1ty%20Z270%20Gaming-ITXac/index.asp#osW1064 

 

3.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소리로 이동후 "Receiver output 또는 수신기 출력"을 선택합니다. 

 

 

http://www.asrock.com/MB/Intel/Fatal1ty%20Z270%20Gaming-ITXac/index.asp#osW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