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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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설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습니다.
윈도우 설치와 같습니다. 

윈도우 설치전에, 선택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NTFS 와 FAT32 방식 2가지 입니다. 설명은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NTFS로 하시면, 맥에서 사용시 윈도우가 설치된 곳에 가셔서 쓰기 작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윈도우에서는 맥의 데이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맥에서 작
업한 것을, 윈도우에 복사해 놓으시지 않으면, 윈도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역으
로 맥은, 윈도우에 데이터가 보입니다. 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FAT32는 맥에서 윈도우에 복사 가능합니다. 이를 쓰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FAT32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T32는 단일파일. 즉 하나의 파일은 4기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작업해야할 파
일의 크기가 4기가 넘거나, 이런식의 파일을 써야할때는, FAT32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NTFS는 효율적입니다. 
더불어, 하드 공간을 32기가 이상하신분은 NTFS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권
장합니다.

P.S 고르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FAT32로 하세요. 4기가이상의 단
일파일을 다루지 않는다면, 저는 처음에는 이것으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해봅시다. !!

바람이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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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로 엉성하게 필요한 부분만 
찍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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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CD를 넣고, 강좌1의 버튼을 눌렀다면, 재부팅합니다. 그리고 가만
히 있으세요. 만화책 봅시다. 

밑의 글이 막 바뀔겁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설치하실거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동의안하면, 설치가 안됩니다. 동의하셔야 설치가 됩니다.

동의함은  F8을 눌러주세요.



중요합니다.

한글과 영어를 변경하는 키를 어
떻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1번을 선택하시면, 추후에, 네이
버까페 맥북을 쓰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
inmacbook)

 대문에, 덕수니님이 제작하신 프
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추가설치해야 하지만, 자신이 한
영키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스
페이스 옆의 커맨드버튼을 한영키
로 설정. 이질감을 없앨 수 있습니
다.

2번은 선택하지마세요.

3번은 Shift + Space 입니다. 
이 키가 한영키가 됩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ㄴ
다.

P.S 어렵지 않지만, 1번의 포르그
램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3번!!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
여서, 굳이 비교하자면, 안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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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밑의 (BOOTCAMP) 보이시죠? 커서를 여기다가 두시고 엔터!!

첫페이지의 NTFS와 FAT32의 차이점을 읽고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설정하면 됩니다. NTFS는 맨위. FAT는 그 다음을 선택하세요.

빠른포맷과 없는 것은 차이점이 없다고 무방하며, 빠른포맷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줄일려면 

빠른포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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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의 화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만화책 보세요...

혹시 걱정하실까봐.. 중간중간 화면 첨부합니다.

만화책 그만 보시고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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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이름을 쓰시고, 소속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쓰셔도 되구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시리얼을 맞게 적어주세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컴퓨터이름이 이상한 숫자와 영문이...

그냥하셔도 되지만, 바꾸실거면.. 바꾸세요.

패스워드 적으실려면 적으시고요.

다했거나, 아니면 그냥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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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 다시 보세요~~

다음~ 첫번째의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면,

적어야합니다. 아무거나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초보자용이 아니므로 패스합니다.~

다음~

만화책 다시 보세요~~



초록색 방패는 자동업데이트를 하
겠다는 의미입니다. 

불편해서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
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컴퓨터환경을 위해서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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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누르세요.

또, 확인 누르세요

오른쪽 밑. 다음을 눌러주세요.

초록색 방패에 체크!

체크후, 다음을 누르세요.

이름을 쓰세요. 

사용자이름과

같게 하면 안되더라구요.

다른이름으로!!

다음으로..

마침을 누르세요.

이제 윈도우 설치 완료.

축하드립니다. 

바로 강좌3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