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XI USB단자를 데스크탑에 연결하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올것입
니다.

2.특정한 위치에서 설치합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아래의 창이 나오면 드라이버를 직접 선택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아래의 창이 나오면 디스크있음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5.브라우저를 눌러 지정된 위치를 선택합니다

6.지정된 폴더를 선택하고 “DRIVER MXI”내에서 귀하의 데스트탑 사양에
맞는 윈도우를 설정하여 “FTIBUS.INF”파일을 하여 클릭합니다.

7.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무시하고 계속 짂행을 클릭하면 됩니다.

8.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아래의 창이 나오면 첫번째 드라이브 설치는 완료된것입니다.”마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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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드라이버는 완료된 것이며 이제 MODCOM을 설치하기 위해 두
번째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1.아래의 창이 나오면 특정위치에서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
다.

2.아래의 창이 나오면 드라이버를 직접선택을 “다음”을 클릭합니다.

3.아래의 창이 나오면 모든 장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아래의 창이 나오면 디스크있음을 선택합니다.

5.아래의 창이 나오면 디스크있음을 선택합니다.

6.아래의 창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를 찾아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7.아래의 창이 나오면 FTDIPORT.INF를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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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래의 창이 나오면 무시하고 계속짂행을 합니다.

9.이제 MXI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10.아래의 창이 나오면 MXI가 설치가 완료된것입니다.”마침”을 클릭합
니다.

1.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당신은 CD-ROM에서 setup.exe를 시
작해야 합니다. 준비의 지시를 따릅니다. 
2.Microsoft.NET 프레임워크를 설치합니다
만일 Microsoft.NET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지않다면 setup.exe
를 클릭하면 다음 그림을 나오며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만일 Microsoft.Net 프레임워크가 벌써 설치되어 있다면, 2단계로 넘
어갑니다.

ㄱ.“Yes”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될것입니다.

ㄴ.Microsoft.NET 프레임워크 설치가 지금 실행중입니다. 

ㄷ.Microsoft.NET 프레임워크의 허가 에 “I AGREE”를 클릭한 후 “INSTALL”
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ㄹ.Microsoft.NET 프레임워크 가 지금 구성요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ㅁ.아래의 메시지와 더불어.NET 프레임워크 설치의 끝. 

ㅂ.지금 Microsoft.NET 프레임워크는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었습니다.
Phocos MXCOM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setup.exe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setup.exe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을 볼
것입니다. “NEXT”를 클릭하면 다음 창으로 도달할것입니다.

4.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하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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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창 아래에 “모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Everone을 클릭하여 선택한후 “다음”을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6.아래의 창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7.설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9.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이제 귀하의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생성될것입니다.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0.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될것입니다.”START”아이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1.이제 귀하의 데스크탑에 설치된 내컴퓨터를 우측클릭하여 관리를 클릭
하면 장치관리자에 아래와 같이 포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