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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CUPC는 Comfile Technology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다른 상표는 해당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알림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기능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이 자료에서 설명한 용도 외에서 사용할 경우, 폐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컴파일 테크놀로지의 고유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설명서 및 기타 포함)의 어떠한 부분도 사전에 폐사와의 문서 동의 없이 복사되거나 변경, 재 생산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인쇄된 설명서는 인쇄된 시점에서는 최신 버전 이지만, 인쇄된 후 시간이 경과된 뒤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설명서는 항상 인터넷 홈페이지 (www.comfil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생긴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저희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본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끝까지 읽으신 후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 주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 시 주의 사항 

   - 외부 전원 또는 본 제품의 이상 발생시에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를 본 제품 외부에 설치하십시오. 

   - 각종 입출력 신호 및 통신 관련 선은 고압선이나 전원선과 최소 100mm이상 떨어뜨려서 배선하십시오. 

* 배선 시 주의 사항 

   - 배선 작업 이전에 본 제품 및 외부전원이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정격전압 및 배선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CUPC는 복원 Tool로써 Clonix사의 WinClon을 채택하였으며, WinClon은 OS Option Package 구매 시에만 같이 제공됩니다. 

제공된 WinClon은 Run-Time License를 맺은 제품으로 오직 1대의 CUPC에만 적용되며, 불법복제 및 여러 개의 시스템에 사용 시 

법적인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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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하드웨어 사양 

 

항목 
모델명 

CUPC-P200 CUPC-P220 

CPU Intel ATOM N270 1.6GHz 

Chipset Intel 945GSE + ICH7M 

Memory 2GB SODIMM DDR2 SDRAM 

Graphic & Display 

Intel 945GSE Embedded Graphics 

VGA CRT 출력가능 

Pivot 가능 

LCD 

15inch 

16.7M Colors, 

XGA(1024x768), 300cd/m2 

10.4inch 

262K Colors, 

XGA(1024x768), 300cd/m2 

Backlight 
2Channel CCFL 

LT : >50,000hr 

1Channel CCFL 

LT : >30,000hr 

Ethernet VIA VT6130 Gigabit Ethernet(2Port) 

Audio 

VIA High Definition Audio 

Audio Out (1Port) 

MIC In (1Port) 

USB 
Universal Serial Bus Support (4Port) 

Support USB2.0 Host Controller 

HDD 320GB SATA HDD 

Serial RS232C Serial (2Port) 

Input Power DC+12V 

Power Consumption <32W (2.6A@12V) <28W (2.3A@12V) 

Dimension(mm) 376(H) x 300(V) x 72(D) 280(H) x 300(V) x 70(D) 

Weight 5.1Kg 2.6Kg 

Operating Temperature 00C ~ 600C 

[표 1] 하드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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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부명칭 및 용도 

 

 Name Description 

A Power/HDD LED 
전원이 인가되면, 녹색(Green)LED가 점등됨. 

하드디스크 읽기/쓰기 할 때, 적색(RED)LED가 점등됨. 

B ATX Power S/W ATX 모드 파워 스위치이며, 시스템 부팅 및 종료 시킬 수 있음. 

C Ext. Power S/W 
외부 스위치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이며, ATX Power S/W와 동일한 

기능을 함. 

D Power S/W 전원입력을 ON/OFF할 수 있음. 

E DC IN ø2.5 Adaptor 입력 커넥터. (DC +12V) 

F USB Port USB1/USB2 단자이며, USB2.0을 지원함. 

G VGA Port VGA 출력 단자로 외부 모니터 이용 시 사용함. 

H Audio Out 사운드 출력 단자이며, 외부 스피커에 연결 시 사용함. 

I MIC IN 마이크 입력 단자. 

J LAN2 Port 100BaseT를 지원하고, RJ-45 타입의 커넥터 사용. 

K LAN1 Port 100BaseT를 지원하고, RJ-45 타입의 커넥터 사용. 

L USB Port USB3/USB4 단자이며, USB2.0을 지원함. 

M COM1 Port COM1 단자. (RS232C 신호, D-SUB 9Pin Male Type) 

N COM2 Port COM2 단자. (RS232C 신호, D-SUB 9Pin Ma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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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형 치수 

3-1. CUPC-P200 외형 치수 

          
[그림 1] CUPC-P200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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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UPC-P220 외형 치수 

            
[그림 2] CUPC-P220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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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PANEL CUTOUT 

4-1 작업 공간 및 판넬 권장 사항 

 

 

[작업 공간 권장 사항] 

 

 
 

 

 

[판넬 권장 사항] 

 

CUPC X (Width) Y (Height) T (Thickness) Unit 

P200 
355 

[13.98] 

279 

[10.99] 

1.6 to 12.0 

[0.06 to 0.47] 

mm 

[inch] 

P220 
263 

[10.36] 

210 

[8.27] 

1.6 to 6.0 

[0.06 to 0.24] 

mm 

[inch] 

 



 

 

 

CUPC-P200 series 
CUPC 사용설명서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www.comfile.co.kr  • page 10 

제5장. 브라켓 장착 방법 

5-1. CUPC-P200, CUPC-P220 브라켓 장착 방법 

  제품 구입 시 CUPC-P220을 전면 판넬에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상/하/좌/우 2ea 이상) 

 

 

 

 

 
* 장착 순서 * 

1) CUPC를 장착하고 싶은 PANEL의 Cutout된 부분에 밀어 넣는다. 

2) 아래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순서대로 뒤쪽으로 들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CUPC 옆에 있는 홈에  

     브라켓을 끼운다. 

 

 

 

   3) CUPC가 판넬에 고정되도록, 브라켓에 있는 고정볼트를 적절한 힘으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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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CUPC 입/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6-1. VGA 출력 커넥터 

커넥터 형태 

 
* D-SUB 15Pin Female 

Pin Assignment 

번호 신호명 번호 신호명 

1 RED 2 GREEN 

3 BLUE 4 - 

5 GND 6 GND 

7 GND 8 GND 

9 DDC VCC (+5V) 10 GND 

11 - 12 DDC DATA 

13 HSYNC 14 VSYNC 

15 DDC CLK - - 

[표 2] VGA 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6-2. RS232C 입/출력 커넥터 (COM1, COM2, COM3) 

커넥터 형태 

 

*D-SUB 9Pin Male 

Pin Assignment 

번호 신호명 번호 신호명 

1 DCD 2 RXD 

3 TXD 4 DTR 

5 GND 6 DSR 

7 RTS 8 CTS 

9 RI - - 

[표 3] RS232C 입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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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원 입력 커넥터 

 

     

[그림 3] 전원 입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배선 시 주의사항

- 배선 작업 이전에 본 제품 및 외부전원이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정격전압 및 배선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ø 2.5 Adaptor J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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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Recovery Solution  

CUPC는 OS Option Package 구매 시 같이 제공되는 Clonix사의 WinClon과 복구 이미지를 이용하여 초기상태로 복원 

할 수 있으며, 제품개발 완료 후 사용자가 백업 및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1. 준비물 

   CUPC를 초기상태로 복원하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CUPC 
- Recovery SDCARD 
- Keyboard & Mouse 
- DC Power(+12V~+24V) 

 
[그림 4] 준비물 

 

    Recovery SDCARD는 반드시 WinClon logo가 붙어있는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5] Recovery SD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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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OM Bios 설정 

 7-2-1. First Boot Device 변경 

    전원을 켜고 초기 화면에서 키보드의 [F2] 키를 누르면, [그림 6]와 같이 BIOS Setup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림 6] BIOS SETUP 초기 화면 

      

Bios Setup 초기 화면에서 [Boot]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7] Boot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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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KEY]항목을 선택한 후, 키보드의 [+]Key를 이용하여 Boot priority order의 1번이 [USB KEY]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Exit] 메뉴에서 [Exit Saving Changes]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림 8] BIOS SETUP 저장화면 

 

[Setup Confirmation]창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그림 9] Setup Confirm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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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복구 SDCARD로 부팅하기 

   Recovery SDCARD를 꽂은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한다. 

   [그림 10]과 같이 Windows PE가 부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 WinPE 부팅화면 

 

    Windows PE 부팅 완료 후 [그림 11]과 같이 Winclon이 실행되며, 초기화면을 볼 수 있다. 

 

 
[그림 11] WinClon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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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복원하기 

  WinClon 초기화면에서 복원하기(Restore)를 클릭합니다. 

 

[그림 12] 복원 메뉴 선택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복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림 13] 폴더 아이콘 선택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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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미지 파일 탐색 

 

 

[그림 15] 복원이미지 선택 

 

   구매 시 제공되는 SDCARD에는 각 모델에 맞는 초기 복원용 이미지가 들어 있으며, 사용자가 백업

작업을 하였다면 사용자 복원 이미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복원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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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할 파티션(Partition)을 선택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디스크 전체를 복원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그림 16] 복원할 파티션 선택 

 

   Next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에서 복원할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주의 : Disk를 선택하면 볼 수 있는 디스크 정보를 확인하여, Hard Disk가 선택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림 17] 복원될 디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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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8] 복원 Summary 화면 

 

   Proces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9] Continue 화면 

    

   D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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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복원 진행 화면 

 

   복원이 진행되는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은 약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림 21] 복원 완료 화면 

 

복원이 완료된 후, 7-2-1장을 참조하여 CUPC의 First Boot Device를 IDE HDD로 변경하고 리부팅 하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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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백업 하기 

   제품 개발 완료 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CUPC 상태를 백업 할 수 있으며, 백업 이미지를 이용 

   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WinClon 초기 화면에서 백업하기(Backup)를 클릭합니다. 

 

[그림 22] 백업하기 메뉴 선택 

   백업할 디스크나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Disk1 전체를 백업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주의: CUPC-P200시리즈는 Disk2가 HDD입니다, Disk 크기를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23] 백업할 파티션 및 디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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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파티션 및 디스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 백업할 파티션 및 디스크 확인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먼저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림 25] 폴더아이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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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를 선택한 후에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Save)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6] 이미지 파일 이름 입력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7] 이미지 파일 설정 완료 

 

 

 

 



 

 

 

CUPC-P200 series 
CUPC 사용설명서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www.comfile.co.kr  • page 25 

   원하시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28] 비밀번호 설정 화면 

 

 

    Proces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9] 백업 Summar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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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30] 백업 시작 확인 화면 

 

 

   백업이 시작되며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5~6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림 31] 백업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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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OK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림 32] 백업 완료 

 

 

 

 

[THE END] 


	제1장 하드웨어 사양
	제3장 외형 치수
	3-1. CUPC-P200 외형 치수
	3-2. CUPC-P220 외형 치수

	제4장 PANEL CUTOUT
	4-1 작업 공간 및 판넬 권장 사항

	제5장. 브라켓 장착 방법
	5-1. CUPC-P200, CUPC-P220 브라켓 장착 방법

	제6장 CUPC 입/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6-1. VGA 출력 커넥터
	6-2. RS232C 입/출력 커넥터 (COM1, COM2, COM3)
	6-3. 전원 입력 커넥터

	제7장 Recovery Solution
	7-1. 준비물
	7-2. ROM Bios 설정
	7-2-1. First Boot Device 변경
	7-3. 복구 SDCARD로 부팅하기
	7-4. 복원하기
	7-5. 백업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