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도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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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초보자용 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내용들은 모두 테스트한 방법이므로,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이
상 태클은 사양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안정성에는 문
제가 없습니다. 혹시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 생각되시면, 
barammaru@gmail.com 으로 메일을 주시면 검토후 수정하겠습니다. 또, 문제
가 되는 사항도 위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내용은, 영리 목적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수정은 불허합니다.
모든 내용은 PAGE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
윈도우를 끝났지만, 이제 맥 컴퓨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키보드 펑션키.. CD추출이나, 화면 밝기등 위의 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캠도 작동안하고.. 
이 상태로는 써핑은 가능할지 몰라도, 카트라이더도 안되고, 서든어택도 안 될겁
니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라는 것을 깔아주어 잘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밑의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좀더 쉽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을겁
니다. 처음부터 방법을 소개하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또, 윈도우가 서비스팩 3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문에 CD의 있는 부트캠프 2.0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2.1을 설치하는 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페이지의 보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정말 초보이다. 진짜 안전하게 설치하고 싶다 하시면, 순서대로 가십시오.

불필요한거 싫다. 하시면, 4번째페이지로 가십시오. 그리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바람이

마루

mailto:barammaru@gmail.com
mailto:baramma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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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CD를 빼고, 맥 구입시 받은 CD1번이나, 레퍼드 CD를 넣
어야합니다. 그러면 CD를 빼봅시다. 윈도우에서 CD추출 버튼이 안되므로, 소프트
웨어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내컴퓨터를 클릭합니다.

CD에 클릭한번만 하여, 선택하면,

옆에 디스크꺼내기 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디스크 꺼내기를 눌러주세요.

레퍼드 CD나 받은 1번 CD를 넣어주세요.

다음 누르시고, 동의한다음 다음 눌러줍니다.



윈도우즈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는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부트
캠프 2.1등 새로나온 버전을 쉽게 
설치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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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용 업데이트 설치

 체크하시고,

다설치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치하면, 조금 기달리세요.

완료하시면됩니다.

예를 눌러

재부팅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버튼. 

즉 CD꺼내기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작동할겁니다. 

이제 키보드의 기능키들이 작동하며,

캠, 마이크등 필요한 장치들이

모두 사용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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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의 서비스팩3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설치할때, 초록색 방패를 선택을 함으로써, 윈도우즈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한답니다. 근데, 많은 업데이트중에 저희의 부트캠프의 작동을 방해? 하는 것이 있답니다.

쓰는데에는 불편이 없지만, 기능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ㅠ.ㅠ

따라서 지금부터 그 해결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초보분에게는 조금 어렵지만, 방법이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이 방법은, 네이버아이디 keonmh님의 맥북을 쓰는 사람들 까페, Mac OS X Tips 게시판. 74610 게시

물을 스크린샷으로 알기쉽게 보여준 것입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Setup

시작을 누르시고,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옆의 화면처럼 나오는데..

regedit라고 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봐야할 것은 옆의.. 즉 왼쪽 화면만 신경쓰세요.

HKEY_LOCAL_MACHINE의 옆에 +기호를 누르시면 

-로 바뀌며, 하위 목록이 보입니다. 차근차근..

SOFTWARE의 +를 눌러 -로 바꾸고..

밑의 죽 내려가.. Micosoft의 +를 -로 바꾸고..

내려가서 Winodws의.. +를 -로 바꾸고..

CurrentVersion의 +를 -로 바꾸고..

Setup을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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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Setup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오르쪽에 몇개 목록이 있습니다.

위의 편집 - 새로만들기 - 문자열 값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 생깁니다. 오른쪽 화면에...

이름을 BootDir로 바꿉니다. 

(글자를 한번 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고 클릭해서 선택하고,

우클릭합니다. 수정을 눌러줍니다.

위의 화면처럼 값데이터를 C:\로 바꾸어줍니다. 

₩ 기호와 \기호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

시고 창을 닫아주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아닙니다. 편의상 초보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

네이버 자료실로 갑니다. 검색어 “서비스 팩3 “ 로 검색하시고. 용량이 300메가 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경로(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200626&cat=35)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200626&cat=35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200626&ca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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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도 되지만,

Google로 가셔서 “ bootcamp 2.1 ” 검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300메가 짜리를 받는 이유는 한꺼번

받아 설치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고,

순정은 업데이트를 한번도 안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껴두고 있으면, 70개의 업데이트

가 밀려있는 등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많은 업데이트를 직접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설치후 업데이트는 계속 있습니다. ㅡ.ㅡ;

오래걸리니, 못 보신 만화책이라도..

다 설치하시고, 재부팅하라고하면

재부팅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나오는 내용 클릭합니다.

215메가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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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받은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이때 옆의 창이 뜨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후

반응없어도 기다리세요. ^^

다음 누르시고, 밑의 복구

버튼 누르세요.

재부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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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쓰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이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제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더불어 네이버의 백신이나, 알약등 무료 백신프로

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 ->

Apple Software Update늘 눌러..

1개 항목 설치를 누르시고 다 설치하면 됩니다.

재부팅..

드디어 끝났습니다. 쉽게 할려고, 스크린샷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필을 받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끝까지 해보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글자에 나오는 설명을 잘 읽으시고 하

시면 되는겁니다! 잘 쓰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