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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는 IDR 시리즈 제품 군에 탑재된 HDD를 인식하고 Windows® XPE를 재 설치하는 A/S용 CD에 대한 사용 

방법과 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Windows® XPE만 재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Windows® XPE를 재 설치하는 경우 

 

2. 적용 시스템 

해당 설치 CD가 지원하는 마더보드가 장착된 모든 IDR 시스템 

(설치 CD의 마더보드 지원 여부는 CD 앞 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사용 절차 

1)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 중요한 영상 데이터는 백업해 놓습니다. 

2)  시스템 부팅 시 DEL 키를 누르고 BIOS 설정으로 들어가서 CD-ROM 부팅이 가능 하도록 합니다. 

3)  시스템을 재 부팅하면 Windows® XPE 로고가 나타나면서 CD로 부팅이 됩니다. 

4)  부팅이 끝나면 명령 창이 나타나고 텍스트 기반의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5)  설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작업 번호를 입력합니다. 

① 부트 드라이브(C:)만 포맷하고 새 Windows® XPE를 설치하려면 1번을 선택하십시오. Windows® XPE

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② 부트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하드 디스크를 초기화하고 새 파티션을 생성한 후 새 Windows® XPE를 

설치하려면 2번을 선택하십시오. 부트 드라이브로 새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였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

니다 

6)  선택한 작업에 따라 하드디스크 파티션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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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드디스크 포맷을 위한 확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y’를 입력하여 포맷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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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맷이 완료되면, Windows® XPE 파일 설치가 진행 됩니다. 

9) 설치가 완료되면 아무 버튼이나 눌러 달라는 메시지 출력 되며 버픈을 누루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종료됩

니다. CD를 제거하고 하드 디스크로 부팅하여 Windows®XPE가 정상적으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비고 

본 CD는 시스템의 Primary Master로 연결된 하드디스크만 변경합니다. 기타 방법으로 연결된 하드디스크의 데이

터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