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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려면 Windows® 백업 유틸리티(일부 모델만 해당)를 사용하여 파일 및 폴더를 백
업하거나 복원 지점을 생성하십시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 백업 파일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에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 개별 파일 및 폴더 백업

● 모든 파일 및 폴더 백업

● 자동 백업 예약

● 복구 지점 생성

● 정보 복구

주: 자세한 지침을 보려면 도움말 및 지원에서 이러한 항목을 검색하십시오.

주: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 복구 절차를 인쇄하고 나중을 위해 복구 절차를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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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백업

시스템 장애 발생 후에는 최근 백업으로 복구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후 즉시 최초 백업을 생성해야
합니다. 새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파일 추가 시 안전하게 현재 백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
템 백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개별 파일 또는 폴더를 선택 사양 외장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 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개인 파일을 내문서 폴더에 저장하고 이러한 폴더를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 각각 연관된 프로그램에 저장된 템플릿을 백업합니다.

● 창, 도구 모음 또는 메뉴 표시줄의 사용자 정의 설정을 스크린샷으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기본 설
정을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스크린샷을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복사하여 워드 프로세서 문서에 붙여 넣으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저장하려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b. 화면 이미지를 복사하려면:

활성 창만 복사하려면 alt+fn+prt sc 를 누릅니다.

전체 화면을 복사하려면 fn+prt sc 를 누릅니다.

c.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열고 편집 >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문서에 화면 이미지가 추가됩니다.

d. 문서를 저장합니다.

Windows 백업 유틸리티(일부 모델만 해당)를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하려면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주: 백업을 수행하기 전에 컴퓨터가 AC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 백업은 파일 크기 및 컴퓨터의 속도에 따라 한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시스템 도구 > 백업을 선택합니다.

2.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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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구 수행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제공됩
니다.

● Windows 복구 도구(일부 모델만 해당): Windows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전에 백업한 정보
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 복구 디스크 (컴퓨터에 포함): 디스크는 운영 체제 및 출고 시 설치된 프로
그램을 복구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복구
이전에 백업한 정보를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가능하다면 모든 개인 파일을 백업합니다.

2.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시스템 도구 > 백업을 선택합니다.

Backup Wizard(백업 마법사) 또는 Restore Wizard(복원 마법사)가 열립니다.

3. 파일 및 설정 복원을 누른 후 다음을 누릅니다.

4.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주: Windows 에서 복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 및 지원에서 이러한 항
목을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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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복구
주의: 하드 드라이브 내용이 완전히 지워지고 하드 드라이브가 다시 포맷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만든 모든 파일과 컴퓨터에 설치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복구 절차를 수행하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HP 가 설치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업데이트는 수동으로 다시 설치해야합니다.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을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가능하다면 모든 개인 파일을 백업합니다.

2. 운영체제디스크를 광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3. 컴퓨터를 종료합니다.

4.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다.

5. 화면의 지침에 따라 운영체제를 설치합니다.

6. 운영체제가 설치된 후 운영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드라이버 복구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7. 화면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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