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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복구 디스크 세트 사용

참참참고고고::: 이 설명서의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복구 과정은 웹 사이트
(http://www.lenovo.com/support/windows8downgrade)로 이동하십시오.

복구 디스크 세트는 Lenovo® 컴퓨터를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사용자 지시
사항 및 DVD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디디스스스크크크 이이이름름름 설설설명명명 표표표시시시

Applications and
Drivers Recovery
Disc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이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이 디스크에 담긴 복구 프로그램, 기본 설치 응용프로그램
및 드라이버는 디스크 레이블에 수록된 시스템 유형에 따
라 다릅니다. 이 디스크를 다른 컴퓨터에 사용하지 마십시
오. 패키지에 두 개 이상의 Applications and Drivers
Recovery Disc가 있으면 Disc 1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디스크를 사용해서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Operating System
Recovery Disc

이 디스크에는 디스크 레이블에 표시된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가 담겨 있습니다. 복구 프로세스
를 시작한 다음 Operating System Recovery Disc를
삽입하면 복구 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Supplemental
Recovery Disc

이 디스크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같은 추가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복구 디스크 세트에는
Supplemental Recovery Disc가 제공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중중중요요요::: 컴퓨터에 Windows 7 Professional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 Windows 8 Pro 운
영 체제의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된 경우, Lenovo는 해당 운영 체제 라이센스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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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indows 8 복구 디스크 세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Windows 8 복구 디스
크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를 변환하기 전에, 나중에 컴퓨터에서 Windows 7 운영 체제
를 복원하려는 경우를 대비하여 Windows 7 복구 미디어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Windows 7 운영 체제에서 제품 복구 미디어를 작성하려면 시시시작작작➙➙➙모모모든든든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LenovoLenovoLenovo ThinkVantageThinkVantageThinkVantageToolsToolsTools➙➙➙ FactoryFactoryFactory RecoveryRecoveryRecovery
DisksDisksDisks또는 ThinkVantageThinkVantageThinkVantage➙➙➙ RecoveryRecoveryRecoveryMediaMediaMedia 작작작성성성을 클릭하십시오.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복구 디스크 세트를 사용하여 Windows 7 운영 체제에서 Windows 8 운영 체제
로 운영 체제를 변환하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내용을 기본 설치된 Window 8 설
치(Windows 8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및 드라이브 포함)로 복원할 경우, 복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컴퓨터를 켠 후 F1 키를 반복적으로 누르십시오. 경고음이 여러 번 들리거나 로
고 화면이 표시되면 F1 키를 더 이상 누르지 마십시오. Setup Utility 프로
그램이 열립니다.

2. Setup Utility 프로그램 기본 메뉴에서 ExitExitExit또는 RestartRestartRestart를 선택한 다음 OSOSOS
OptimizedOptimizedOptimized DefaultsDefaultsDefaults가 DisabledDisabledDisabled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다음 중 해당하는 작업을 선택하여 수행하십시오.

• ThinkPad® 또는 Lenovo V, B, K 및 E 시리즈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F9를 누르고 표시된 창에서 YesYesYes를 선택하여 선택한 내용을 확정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4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 ThinkCentre®, ThinkStation® 또는 Lenovo 62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4
단계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4. F10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Setup Utility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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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 프로세스 수행” 3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복구 프로세스 수행
참참참고고고:::

1. 복구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내장 또는 외장 DVD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2. 복구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복
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데이터나 개인 파일을 이동식 미디어 또는 네
트워크 드라이브에 복사해 두십시오.

복구 디스크 세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1. 다음 절차에 따라 CD/DVD 드라이브를 첫 번째 시동 장치로 설정하십시오.

a. 컴퓨터를 켠 후 F1 키를 반복적으로 누르십시오. 경고음이 여러 번 들리거나
로고 화면이 표시되면 F1 키를 더 이상 누르지 마십시오. Setup Utility 프
로그램이 열립니다.

b. 방향키를 사용하여 StartupStartupStartup을 선택하십시오. 컴퓨터 모델에 따라, PrimaryPrimaryPrimary
BootBootBoot SequenceSequenceSequence, BootBootBoot SequenceSequenceSequence또는 StartupStartupStartup SequenceSequenceSequence를 선택하십시오.

c. 화면의 지시사항 및 도움말 메시지에 따라 CD/DVD 드라이브를 첫 번째
부팅 장치로 선택하십시오.

2. Disc 1이라는 레이블이 있는 Applications and Drivers Recovery Disc
를 DVD 드라이브에 삽입하십시오.

3. F10 키를 눌러 Setup Utility 구성 변경사항을 저장하십시오.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서 복구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화면의 지시사항에 따라 복구 프로세스
를 시작하십시오.

4. 언어를 선택한 후, 다다다음음음를 클릭하십시오.

5. 라이센스를 읽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이이이용용용 약약약관관관에에에 동동동의의의를 선택한 후,
다다다음음음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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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읽고 GPTGPTGPT 파파파티티티션션션 스스스타타타일일일 또는 MBRMBRMBR 파파파티티티션션션 스스스타타타일일일
을 선택한 다음 다다다음음음을 클릭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GPTGPTGPT 파파파티티티션션션 스스스타타타일일일 선택을 권장합니다. 호환 목적으로 MBR 파티션이
필요한 이미지 복제 도구 또는 타사 디스크 관리 도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MBRMBRMBR 파파파티티티션션션 스스스타타타일일일을 선택하십시오.

7.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으면 창이 나타나서 내
부에 있는 모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맷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예예예를 클릭하십시오.

• 시스템 드라이브만 포맷하려면 아아아니니니요요요를 클릭하십시오.

8. 복구 프로세스를 계속하려면 표시된 창에서 예예예또는 다다다음음음을 클릭하십시오.

9. 프롬프트 메시지가 나타나면 Operating System Recovery Disc를 삽입하고 예예예
또는 확확확인인인을 클릭해서 복구 프로세스를 계속하십시오.

10. 보조 Operating System Recovery Disc가 있다면 프롬프트 메시지가 나타
날 때 DVD 드라이브에 삽입하고 예예예 또는 확확확인인인을 클릭해서 복구 프로세스를 계
속하십시오.

11. 메시지가 나타나면 Disc 1이라는 레이블이 있는 Applications and Drivers
Recovery Disc를 다시 삽입한 후 예예예 또는 확확확인인인을 클릭하여 복구 프로세스를 계
속하십시오.

12. 보조 Applications and Drivers Recovery Disc가 있다면 프롬프트 메시지
가 나타날 때 DVD 드라이브에 삽입하고 예예예 또는 확확확인인인을 클릭해서 복구 프로
세스를 계속하십시오.

13. Supplemental Recovery Disc가 있는 경우, 프롬프트 메시지가 나타날 때 삽
입하고 예예예를 클릭하십시오. Supplemental Recovery Disc가 없으면 아아아니니니요요요
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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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고고고::: 일부 복구 디스크 세트에는 Supplemental Recovery Disc가 제공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 세트의 마지막 디스크에서 모든 데이터가 복사되어 처리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려면 예예예를 클릭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나머지 복구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
는 없습니다. 컴퓨터가 Microsoft Windows 바탕 화면으로 여러 번 다시 시작
되며 화면에 몇 분씩 아무런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정상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15.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Windows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의 지시사항을
따라 Windows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16. Setup Utility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F1 키를 여러
차례 누르십시오. Setup Utility 프로그램 기본 메뉴에서 ExitExitExit또는 RestartRestartRestart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MBRMBRMBR 모드에서 Windows 8(32비트) 운영 체제 버전을 설치하려면 OSOSOS
OptimizedOptimizedOptimized DefaultsDefaultsDefaults➙➙➙ DisabledDisabledDisabled를 선택하십시오.

• GPTGPTGPT 모드에서 Windows 8(64비트) 운영 체제 버전을 설치하려면 OSOSOS
OptimizedOptimizedOptimized DefaultsDefaultsDefaults➙➙➙ EnabledEnabledEnabled를 선택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ThinkPad 또는 Lenovo V, B, K 및 E 시리즈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
는 경우 OSOSOS OptimizedOptimizedOptimizedDefaultsDefaultsDefaults를 EnabledEnabledEnabled로 설정한 후 F9 키를 눌러 표시
된 창에서 YesYesYes를 선택하여 선택한 내용을 확정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 MBRMBRMBR 모드에서 Windows 8(64비트) 운영 체제 버전을 설치하려면 OSOSOS
OptimizedOptimizedOptimized DefaultsDefaultsDefaults➙➙➙ DisabledDisabledDisabled를 선택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GPT 모드에서 Windows 8(64비트) 운영 체제 버전을 설치한 후 이 단계
를 수행하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운영 체제를 실행할 수 있지만 원시 UEFI 모드
부트와 관련된 다음 기능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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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부팅

• 완벽한 부팅 경험

• BitLocker용 네트워크 잠금 해제
이 기능은 TPM(Trusted Platform Module)을 갖춘 컴퓨터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eDrive(Encrypted Hard Drive) 지원

이 기능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microsoft.com을 참고하십시오.

17. 원본 시동 시퀀스를 복원하려면 StartupStartupStartup을 선택하고 컴퓨터 모델에 따라 PrimaryPrimaryPrimary
BootBootBoot SequenceSequenceSequence, BootBootBoot또는 StartupStartupStartup SequenceSequenceSequence를 선택합니다.

18. F10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 Utility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한 후에는 일부 장치 드라
이버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Windows 7 Professional 소프트웨어가 기본 설치되어 있고 Windows 8
Pro 소프트웨어용 라이센스 및 미디어도 함께 제공되었다면 Windows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하나의 버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간 전환하려면 기존 버전을 설치 제거
한 다음 다른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Lenovo, Lenovo 로고, ThinkCentre, ThinkPad, ThinkStation 및
ThinkVantage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Lenovo의 상표입니다.
Microsoft 및 Windows는 Microsoft 그룹의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제품 및 서비
스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입니다. 일반 사용자는 해당 제품의 라이
센스 조항에 허용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복구 목적으로 제공된 본 미디어를 다른 사
용자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전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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