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ot Camp (윈도우 설치)

이 곳은 추후에 중요하게 선택
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
게 됩니다.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소
개합니다.

순정 XP CD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권하지는 않지만, 흔히 쉽게 
받으신 XP는 대부분 설치를 쉽게하
기 위해서 설정을 바꾼 XP설치버전
입니다. 이는 순정이라고 말하지 않
습니다.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정을 권합니다. 

블랙에디션, 소희버전등은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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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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이 길었습니다.

초보나, 컴퓨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Boot Camp를 이용하여 윈도우 설치
법을 알려드려, 도움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스크린샷을 많이 준
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지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방법을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특히, 알아두셔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옆의 파란색 공간을 이용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사항이므로, 숙지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예상 강좌는 약 3강으로 
1강은  사설과, 부트캠프 이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강은 윈도우 설치
3강은 윈도우 설치후,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발하기전에, 준비물을 체크합시다.
1. 레퍼드가 설치된, 맥북, 맥북프로 등등.. (아답터에 전원을 연결합시다.)
2. 레퍼드 CD 혹은 구입시 받은 CD 1번.
3. 순정 XP CD, 시리얼 넘버
4. 그리고 놀수 있는 TV 또는 만화책 등등.. (설치가 길어요.)

5. 그리고 이 문서입니다. 프린트하여, 설치할때 보면서 하도록 하세요.

바람이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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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는 응용프로그램 -> 유틸리티 -> Boot Camp입니다.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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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를 특별히 많이 쓰시는 것
이 아니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
지만, 32GB를 추천합니다.

원하는 만큼 공간을 잡으시고, 파
티션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2GB이상 잡으신 분들은 꼭 
NTFS로 하셔야하는데, NTFS라
는 글자만 일단 기억해두세요.

바를 직접 움직이거나, 32GB사용을 클릭하세요.

준비하신 윈도우 C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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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 Camp (윈도우 삭제)

위의 윈도우 파티션 생성 또는 제거까지 같습니다. 이후의 화면입니다.

이것으로 작업하던 윈도우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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