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IO Care 버전 8 소프트웨어로 복구 디스크 만드는 방법. 

 

컴퓨터에는 시스템 복구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원래의, 공장 설치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데이터는 하드 드라이브의 특수 파티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구 파티션을 복원하고 컴퓨터를 원래의, 공장 

설치 상태로 되돌려야 할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그 데이터로부터 복구 디스크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 

• 개인 데이터는 복구 디스크에 백업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가 외장 CD/DVD 드라이브를 사용할 경우, 드라이브가 설명서에 있는 지시에 따라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Assist) 버튼을 누르십시오. 

1. VAIO Care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급 도구를 클릭합니다.  

 

2. 복원 및 복구를 클릭합니다.  



 

참고: 관리자 암호나 사용자 계정 관리 메시지가 표시되면 적절한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하십시오. 

3. 복원 및 복구에서 복구 미디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AC 어댑터를 연결하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5. 원하는 미디어 유형을 클릭합니다.  

중요: 이 절차에 따라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복구 미디어를 생성합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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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넷북과 같이 내장 광학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복구 미디어 생성(Create 

Recovery Media) 옵션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장 광학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VAIO Care™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o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복구 미디어를 저장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VAIO Care Rescue를 시작하십시오. 

6. DVD 또는 DVD-DL 디스크를 광학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참고: 

o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과 필요한 디스크 개수가 표시됩니다. 

o 세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디스크 개수는 모델별로 다릅니다. 

7. 디스크가 인식되면 빈 디스크를 삽입 및 드라이브 선택 창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미디어 생성 진행 창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디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느리게) 옆에 있는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여 복구 디스크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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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상태 창이 표시됩니다. 

10. 첫 번째 디스크가 생성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고 적절히 레이블을 붙인 다음 필요에 따라 두 번째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11. 다른 디스크를 삽입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두 번째 디스크가 생성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고 적절히 레이블을 붙입니다. 

13.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