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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영체제를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방법
Alex Wawro | PCWorld

래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재활용하

오

능한 라이온의 사본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직접 설

는 방법으로 부팅이 가능한 윈도우나 맥

치해 완벽한 기능을 갖춘 휴대용 운영체제를 제작

OS, 리눅스 버전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집에서 맥 OS X PC를 사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거나

용하지 않더라도 부팅이 가능한 플래시 드라이브를

가족 또는 친구의 PC를 수리해줘야 할 때를 위해

열쇠 고리에 갖고 다니다 보면, 맥북이나 데스크톱

몇 분만 시간을 내 부팅이 가능한 플래시 드라이브

이 고장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언제든 몸에 지니고 다닐

도울 때 유용할 것이다. 단, 최소 4GB 용량의 플래

수 있는 휴대형 PC 툴킷을 구성해 보자.

시 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을 경우,
부팅이 가능한 제대로 된 버전을 제작할 수 없다.

고집스러운 윈도우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가 윈도우 8 컨슈머 프리뷰(Consumer Preview,

또한 리눅스 사용자들은 부팅이 가능한 리눅스

CP)의 사본을 손쉽게 다운로드해 어디서든 모든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작할 수 있다. 딱 3단계만 거

PC에 설치하고 플래시 드라이브에 담아둘 수 있도

치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신 리눅스를 플래시

록 한 사실을 알면 반색할 것이다. 윈도우 8 CP를

드라이브에 담을 수 있으며, 리눅스는 오픈소스이

USB에 넣어 차기 윈도우를 사용해 보고 싶어하는

기 때문에 자신만의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기도 용

가족이나 친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은 윈도우

이하다. 집에서 리눅스를 매일 사용하지 않더라도

8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것에 관한 릭 브

PC가 손상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될 경우

로이다의 가이드를 따라해 보기 바란다.

(윈도우 또는 맥 OS X의 기능에 의존할 수 없을 경
우)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부팅이 가능한 OS를 제작

비상시를 대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버

해 두면 도움이 된다.

전의 사본을 보관하고 싶다면, 윈도우 7의 사본을
자신의 플래시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이를 이용

사실, 집에 굴러다니는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다

해 디스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플래시 드라이브로

면 PC를 진단하거나 망가진 PC를 고치기 위한 부

부터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윈도우 7 USB/DVD 다

팅 가능한 유지/보수 툴킷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운로드 툴(Windows 7 USB/DVD Download

방안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OS와 함께 리보 언인

Tool)을 이용해 윈도우 7 또는 8의 .iso 이미지를

스톨러 포터블(Revo Uninstaller Portable)과 리

자신의 플래시 드라이브에 마운트(Mount)하고 윈

큐바 포터블(Recuva Portable) 등의 몇몇 유지보

도우 설치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용해 PC

수 프로그램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넣어두면

를 부팅하면 된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USB 하나로 운영
체제를 재설치하고 파일을 복구하며 불필요한 프로

여분의 라이언 운영체제를 주머니에 챙겨두고 싶

그램을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면 부팅 가능한 맥 OS X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
작하는 것에 관한 데이비드 도우의 가이드를 참고
하기 바란다. 맥 OS X의 가장 큰 비밀은 부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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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8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넣는 방법
Rick Broida | PCWorld

로운 OS의 프리뷰 버전을 설치할 때 부

새

팅이 가능한 USB 드라이브를 활용하면
훨씬 편하다.

윈도우 8 CP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하드 드라이
브 파티션에 윈도우 8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

윈도우 8 DP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RAM이 제한

법이나 가상머신에 윈도우 8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

된(즉, 3GB 이하) 구형 PC에 설치하기 위해 x86을

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어디에서

선택하고 싶겠지만, 개발자 툴이 포함되지 않은

든 플래시 드라이브로 윈도우 8을 설치할 수 있는

x64 버전을 추천한다.
일단 해당 유틸리티를 실행시키면 ISO 파일을

방법 중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

선택하고 USB 드라이브를 삭제하며 부팅이 가능

해 보겠다.
윈도우 8 디벨로퍼 프리뷰나 컨슈머 프리뷰 같은

하도록 한 뒤 윈도우 8을 읽어 들이면 된다. 사실

것을 다운로드하면 ISO 파일을 얻게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기서 반복하지

반드시 설치에 앞서 DVD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는 않겠다. 단, 작업은 10~20분 정도 소요된다는

방법은 없을까?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윈도우 7 USB/DVD 다운로드 툴을 이용하면 해

작업을 마치고 드라이브를“안전하게 제거”
한

당 ISO 파일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복사해 윈도우

뒤, 윈도우 8을 설치하고 싶은 PC에 꽂기만 하면

를 설치할 수 있다.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기를

된다. 해당 드라이브로 부팅이 불가능하다면 매뉴

바란다. 1MB 용량의 이 유틸리티는 윈도우 7뿐만

얼을 참조하기 바란다. BIOS 설정을 변경해야 할

이 아니라 윈도우 8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

수도 있다.
일부 리눅스 버전과는 달리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고 이름과는 달리, 다운로드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윈도우 8을 구동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않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8GB 용량의 플래시 드라이

윈도우 8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PC에 설치해야 한

브가 필요하다. 해당 유틸리티는 설치 과정의 일환

다. 하지만 DVD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플래시 드라

으로 드라이브의 모든 것을 삭제하기 때문에 중요

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또한 광학

한 데이터는 반드시 따로 저장해 두도록 한다. 또한

드라이브가 장착되지 않은 모든 노트북, 울트라북,
기타 시스템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
다.

윈도우 7 USB/DVD 다운로드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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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없이 윈도우 7 설치하기
Justin Phelps | PCWorld

은 컴퓨터들이 윈도우 7

많

에 인쇄되어 있다. 또는 매지컬 젤리

설치 디스크 없이 판매되

빈 키파인더(Magical Jelly Bean

고 있다. 대신에“복구”

Keyfinder)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

디스크 그리고/또는 PC를“공장 초

여 레지스트리에서 자신의 제품키를

기화”상태로 복구하는 파티션이 함

추출할 수도 있다. 윈도우를 재설치
하려면 제품키가 반드시 필요하다.

께 제공된다.
여기서는 자신만의 윈도우 7 설치 디스크(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작하고 이미 갖고 있는
유효한 제품키를 사용하여 윈도우 7을 깔끔하게 재
설치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제부
터 알아볼 방법은 효과적이며 합법적이고 그다지

매지컬 젤리빈 키파인더는 자신의 일련번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기술적 지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구 파티션을 삭제하거나 기존의 복구 디

2. 정확한 윈도우 7 버전에 대한 ISO 파일 준비

스크를 버리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윈도우 7은 총 6가지 버전이 있으며, 자신의 제

많은 사람들이 다음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지

품키에 맞는 버전의 ISO 파일이 필요하다. ISO 파

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일부 사용자들은 유

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소

효한 제품키를 입력하고도 윈도우를 활성화하지 못

유한 디지털 리버(Digital River)를 이용하면 편한

했고, 어떤 사용자의 PC는 윈도우 7 ISO에 포함되

데, 한글 버전의 ISO는 윈도우 7 프로페셔널 에디

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

션이 x86 버전과 x64 버전만 제공된다. 각 버전의

다. 실제로 적용해 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다운로드 용량은 3GB가 넘으며, 자신의 제품키에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맞는 버전만을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

또한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파일과 드라이버를

확한 버전을 다운로드하도록 하자.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기 바란다. 윈도우를 재설
치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윈도우에 적

3. 윈도우 7 USB/DVD 다운로드 툴 다운로드

절한 내장 드라이버가 없을 경우 장치에 문제가 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윈도우 7 ISO 파일

생하게 된다. 윈도우를 재설치하기에 앞서 자신이

을 DVD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

작성한 미디어로부터 장치의 최신 드라이버를 불러

다. DVD와 USB의 선택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PC

올 수 있도록 한다.

가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로 부팅하도록 하면 된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4. 윈도우 7 DVD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이용해 컴퓨터 부팅

1. 윈도우 7의 제품키 찾기
일반적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25자리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 하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문자열이 PC에 부착된 스티커나 PC에 포함된 문서

윈도우를 설치한다.

3
IDG Korea

ITWorld H ow To

부팅 가능한 맥 OS X 플래시 드라이브 만들기
David Daw | PCWorld

드 버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할 디렉토리

팅이 가능한 맥 OS X 플래시

부

드라이브는 자신, 가족, 친

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지의 OS 문제를 해결할 필

기다린다. 테스트에서 라이온을 구성

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또한 다

하는 약 4GB 용량의 콘텐츠를 다시

수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다운로드하는데 50분이 소요되었다.

적인 설정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

해당 OS의 다운로드를 마치면 (자신
의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라이온이 제대

매우 효과적이다. 필자는 과거 부팅 가

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USB

능한 USB에 필요한 모든 앱과 파일을 담아

플래시 드라이브로 전송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맥과 호환되는 컴퓨터를 쉽고 빠르게 미디어 센터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무료 라이온 디스크메

로 변신시키는 것을 즐기곤 했다.
맥 OS X와 새로운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커(Lion DiscMaker) 앱을 다운로드한다. 이 과

예전보다 훨씬 쉽게 부팅이 가능한 USB 드라이브

정을 처리하기 위해 서드파티 앱을 다운로드하는

를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시간, 맥 OS

것은 다소 번거롭지만, 라이온 디스크메이커는 라

X 라이온 버전, 최소 4GB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

이온을 USB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과정을 엄청나

(클수록 좋다) 뿐이다.

게 간소화한다.
이제 드라이브를 포맷하기에 앞서 현재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백업하도록 한

준비
라이온을 USB 드라이브에 옮기려면 우선 OS 자

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USB 드라이브에 라이온

체를 확보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맥 앱 스토어(Mac

을 설치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를 완전히 삭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라이온으로 업

때문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데이트된 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해당 OS
업데이트를 다시 다운로드해야 한다.

부팅이 가능한 드라이브 작성하기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된

라이온 디스크메이커를 사용하면 이 과정을 간단

다.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여 화면 상

하게 처리할 수 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

단의 구매 탭을 연다. 거기서 이전에 구매한 OS X

은 상태로 라이온 디스크메이커 앱을 실행시킨다.

라이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온 옆의 다운로

이 때, 라이온의 설치 파일은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위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DVD 또는 USB 드라이
브로 부팅 가능한 드라이브를 작성할 수 있는 옵션
을 제공한다. USB 드라이브 옵션을 선택한다. (디
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된 맥을 소유하고 있다면
DVD 백업을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필자는
라이온을 USB 드라이브에 넣고 원하는 파일을 추

이미 OS X 라이온을 보유하고 있다면, 맥 앱 스토어의 구매 탭에서 언
제든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가하여 나만의 설치 버전을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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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과정은 수 분 정도 소요되며 파인더(Finder)에서 자동으로 몇 개의 창이 열린다. 물론, 전체
과정은 라이온 디스크메이커가 자동으로 처리한다.
사용자는 맥에서“복사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이온 디스크메이커를 이용하면 부팅이 가능한 플래시 드라이브를 손
쉽게 작성할 수 있다.

(Copy in progress, please wait...)”
라는 메시지
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디

지만, 단순히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팅

스크메이커가 자동으로 라이온을 플래시 드라이브

이 가능한 미디어를 원하는 것이라면 DVD 옵션을

에 설치한다. 과정이 종료되면 시스템 복구, OS 설

선택해도 무방하다. 덤으로 약간의 비용도 절약할

치, 일시적인 웹 브라우징 기능 등을 제공하는 부팅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가능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작성된다.

일단 해당 앱에서 부팅이 가능한 드라이브를 원

플래시 드라이브에 공간이 남아있다면 자신이 좋

한다고 선택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다른

아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파일을 추가하여 자신만의

종류의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난다.

설치 버전을 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 옵션을 다시 선택하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직접 부팅할 때는 이런 파

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라이온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에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설치가 완료되

디스크를 선택한다. 자신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

면, 새로운 컴퓨터의 환경을 설정할 때 상당한 시간

택하면 준비는 끝났다.

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4GB 남짓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할 경우, 완

물론, 이 방법으로 작성한 부팅 가능한 드라이브

전한 OS X 라이온 패키지를 작성할 수 없다는 메

가 환경 설정을 완료한 완전한 버전의 맥 OS X 라

시지가 표시될 것이다. 왜냐하면“추가적인 음성인

이온 기반의 컴퓨터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드라

식”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

이브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용이성, 그리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다음 번에 맥 OS X를 재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없다. 여기서 OK 를 선택한 후 삭제한 후 디

때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부팅이 가능한

스크 작성하기(Erase then create the disk) 버튼

자신만의 라이온 플래시 드라이브를 만들지 않을

을 클릭하면 된다.

이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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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플래시 드라이브를 만드는 3단계
Rick Broida | PCWorld

래시 드라이브는 개인이 소유할 수

이 툴의 장점은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있는 유용한 툴 중 하나이다. 사용

이다. 물론 플래시 드라이브는 구매해야 한

자는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대

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실행시키고

플

리눅스 배포판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용량 파일을 옮길 수 있으며, 악성 소프트웨

ISO 파일을 선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에 감염된 PC를 수리하거나 심지어 완
전한 운영체제를 구동할 수도 있다. 이

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며,

번에는 리눅스를 플래시 드라이브에 넣

이럴 경우에 유넷부트인은 리눅스를

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다운로드해 플래시 드라이브에 복

왜 리눅스를 플래시 드라이브에

사하는 동시에 드라이브에서 부팅

넣어야 할까? 2가지 이유가 있다.

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참고로 리
눅스를 처음 사용한다면 우분투(Ubun-

우선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하

tu)를 추천한다.

는지 보는 것과 윈도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드라이브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재부팅

해결할 수 있는 비상용 툴을 생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최근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

하면 리눅스가 시작된다. 이때 BIOS의 부팅 설정

되어 작동되지 않는 친지의 PC를 수리한 적이 있

을 조정하여 플래시 드라이브를 부팅 최우선순위로

다. 그녀는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업무용 문서와 사진 등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드 드라이브의 파

을 복구하고 싶어했다. (물론, 필자는 그녀에게 백

일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

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무라지 않았다. 그 기

다. 해당 OS는 플래시 드라이브에서만 구동한다.

회는 나중으로 미루었다.)

작업을 마친 후 컴퓨터를 종료하고 드라이브를 제
거하면 정상적인 윈도우로 다시 부팅할 수 있다.

윈도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하드 드라이브
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

개인적으로 나중을 생각하여 스스로 리눅스 환경

다. 플래시 드라이브로 리눅스를 부팅하면 메인 드

에 적응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나름의 재미도

라이브를 읽어 들이고 콘텐츠를 안전한 곳(클라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드, 외장 하드 디스크, 네트워크 드라이브 등)으로
옮길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운영체제를 사용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라
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 이런 리눅스 부팅 드라이
브는 어떻게 만들까? 다행히도 유넷부트인(UNetbootin)이라는 오픈소스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사
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드라이브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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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용 플래시 드라이브 만들기
Lincoln Spector | PCWorld

자는 종종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필

드라이브가 부팅이 가능하게 되면 자신의 윈도우

지인들을 돕곤 한다. 친지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기에 복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프

문제로 필자를 찾아오면 꼭 돕는 편이

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리눅스에서 무엇

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필자의 자신감이

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더욱 상승한다.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면 적절한 툴을 사용하는

다른 OS로 윈도우 수리하기

것이 도움이 되며, 모든 툴을 하나의 플래시 드라이

친구의 PC가 기본적으로 플래시 드라이브로 부

브에 모두 담을 수 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

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

다면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리눅스를 변형시킨 파티

법부터 알아야 한다. 컴퓨터를 처음 켜면‘셋업

드매직(PartedMagic)으로 부팅할 수 있다. 이를

(Setup)’또는‘부팅 메뉴(Boot Menu)’
로 진입하

통해 부팅이 불가능한 PC의 파일을 검색하고 하드

기 위해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메시지가 표시된

드라이브의 상태를 확인하며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

다. 두 메뉴를 모두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부팅 메뉴

출할 수 있다.

옵션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셋업에서 친구의 컴퓨

하지만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

터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

다. 필자가 작성한 플래시 드라이브에는 여러 개의

을 마친 뒤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

휴대용 윈도우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다(맥을 사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윈도우가 시작

용하는 지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되기 전에 기능 키를 눌러 본다. (일반적으로 F10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하드 드라이브를 청소하고 휴

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웹에서 PC 제조업체 및 모

지통에 없는 삭제된 파일 복구하며 설치된 프로그

델 번호와 함께 셋업 또는“부팅 메뉴”를 검색해

램을 적절히 제거하고 하드 드라이브의 상태를 확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하며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버튼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타이

여기서 추천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최소한 개인 사

밍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필자는 메뉴가

용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된다. 업무상의 이유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버튼을 누르는 방법

로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을 사용한다.

부팅이 가능한 플래시 드라이브를 만드는 것은

플래시 드라이브 대신에 간단하게 부팅 CD를

매우 간단하다. 플래시 드라이브(512MB로도 충분

만들면 안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이

하다)와 무료 유니버설 USB 인스톨러(Universal

유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파일을 CD로 복사하는

USB Installer)만 준비하면 된다. 플래시 드라이브

것이 쉽지 않다. 모든 PC에 광학 드라이브가 장착

를 USB 포트에 꽂고 인스톨러를 실행한다. 여기서

된 것도 아니고, 광학 드라이브가 장착된 모든 컴

파티드매직(거의 끝부분에 있다)을 선택하고 ISO

퓨터에서 필자가 언급한 문제 없이 부팅이 가능하

다운로드 옵션을 선택한다. 다운로드에 시간이 꽤

지도 않기 때문이다.

소요될 수 있다. 최신 버전의 경우, 크기가 163MB

일단 플래시 드라이브로 부팅이 성공하면, 화면

이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에 나타나는 메뉴에서 기본 설정(Default Settings

7
IDG Korea

ITWorld H ow To

- RAM에서 구동) 을 선택한다. 그러면 곧 익숙한

변경하려면 마우스로 우클릭하고 플래그 관리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Manage Flags)를 선택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
실이 있다. 리눅스는 실제로 RAM의 가상 드라이

하드 드라이브의 상태 확인하기 : 데스크톱의 디

브에서 구동하게 된다. 루트(Root)“드라이브”
에

스크 상태(Disk Health)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저장하는 모든 파일은 재부팅시 모두 사라진다는

하드 드라이브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의미이다. 따라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면 플래시

다. 마지막 탭에서 해당 드라이브에 내장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한다.

진단 시험을 실행할 수 있다.

다음은 파티드매직이 제공하는 몇 가지 주요 기
능이다.

악성 소프트웨어 검출하기 : 안타깝게도 파티드매

직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줄 버전의 클램AV(Cl파일 복구 : 친구의 PC가 부팅이

amAV)는 결코 편리하지 않다. 다음

안된다면 중요한 파일을 복구하는 것

의 지시 사항을 정확하게 따라 하거

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일 것이다. 좌

나 다른 대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측 하단의 외장 드라이브 아이콘을

우선 클램AV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

클릭한 후, 적절한 파티션 옆의 마운

펴보자.

트 버튼을 클릭한다. 원하는 파일과

우선 최신 바이러스 정의를 다운로

폴더를 찾아 외장 드라이브로 드래그

드 해야 한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앤 드롭한다. 물론 플래시 드라이브

시스템 도구(System Tools)를 선택

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여기에 저

한다.“Download Clamav Defini-

장해도 된다.

리눅스에서 파티션 마운트(Mount)하기.

tions”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를 선택한다.
파티션 편집 : 파티드매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만약 이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파이어폭스

있듯이, 이 리눅스 배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파괴

(Firefox - 시작, 인터넷, 파이어폭스)를 실행시키

적 파티션 툴이라는 점이다. 데스크톱(Desktop)에

고 클램AV의 사이트로 이동해 main.cvd와 daily.

서 파티션 편집기(Partition Editor) 아이콘을 더블

cvd를 다운로드하고, 이들 파일을 /root/clamav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여기서 해당 파티

폴더에 저장한다.

션으로 부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대로 형태를 갖

스캔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캔하고자 하는 모든

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파티션의 상태를

파티션을 마운트했는지 확인한다. 마운트와 관련된
정보는 앞에서 설명한“파일 복구하기”부분을 참
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
는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생성해야 한다. 윈도우에
서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
지 않을 것이다.
이제 터미널(Terminal) 창을 연다. 시작, 보조 프
로그램(Accessories), LX터미널(LXTerminal)을
선택한다. 그러면 명령줄 창이 열린다. 명령줄 환경
이므로 먼저 클램AV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

하드 드라이브 파티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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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새로운 버전이 공개된다. 안전한 컴퓨터에서

음, 실행해야 한다.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 자신의 플래시 드라
cd /root/clamav

이브에 저장한다. 친구의 PC를 윈도우의 안전 모드

clamscan -r -v --move= 새로 생성한 폴더 /media

(Safe Mode)로 부팅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
한다.

예를 들어, 새로 생성한 폴더가 badstuffinside
라면 clamscan -r -v --move=/media/sdb1/

하이잭디스(HijackThis) : 사실 이 프로그램은

badstuffinside /media 와 같이 입력하면 된다. 이

스캐너가 아니라 윈도우 기반의 휴대용 분석 툴이

때 badstuffinside 와 /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

다. 이 소프트웨어는 PC의 환경설정에 관한 대략적

유의하기 바란다.

인 보고서를 제공하며, 여기서 감염에 관한 증거를

스캔이 끝나면 감염이 의심되는 파일이 플래시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조언

드라이브로 옮겨진다. 그러면 파일들을 살펴보고

을 얻을 수 있는 일련의 온라인 포럼은 트렌드 마이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하면 된다. 단, 해당 파일들을

크로의 하이잭디스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절대로 윈도우에서 실행시키지 않도록 한다. 클램
AV를 사용하는 좀 더 자세한 방법에 관해서는 브라

AVG 레스큐 CD(AVG Rescue CD) : 윈도우

우저에 linux.die.net/man/1/clamscan 를 입력하

에서 악성 소프트웨어 스캔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면 알 수 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CD로 굽거나 플
래시 드라이브에 넣을 수 있는 버전이 따로 존재한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대응 툴

다. 둘 다 부팅이 가능하다.

클램AV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휴대용
악성 소프트웨어 스캔용 툴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플래시 드라이브에 넣을 수 있는 기타 툴
친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

슈퍼안티스파이웨어 포터블(SuperAntiSpyware

성 소프트웨어 스캔이나 우회 부팅이 필요한 것은

Portable) : 이 프로그램은 저장해 두지 말고 항상

아니다. 이 휴대용 프로그램들은 플래시 드라이브

최신 버전의 무료 스캐너를 사용하기 바란다. 왜?

에 담아 윈도우에서 설치하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파일에는 사전이 내장되어 있으며 1~2일마다 계속

수 있다.
레큐바 포터블(Recuva Portable) : 휴대형 소

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을 쓸 때마다 잃어버린 파일
을 복구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절대로 완
벽한 파일복구 툴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피리폼
(Piriform)의 레큐바는 뛰어난 복구 능력을 제공
한다.
씨클리너 포터블(CCleaner Portable) : 여기 피

리폼이 제공하는 또 다른 뛰어난 무료 휴대형 툴이
슈퍼안티스파이웨어 포터블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으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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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언인스톨러 포터블(Revo Uninstaller Portable)
레큐바 포터블(Recuva Portable)

씨클리너 포터블(CCleaner Portable)

HD 튠(HD Tune)

퓨터를 청소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캐시, 쿠키,

요할 것은 무료 포터블 버전을 64비트 윈도우에서

기타 윈도우와 애플리케이션의 쓰레기를 청소하며,

사용할 수는 있지만, x64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는

레지스트리도 청소해 준다(레지스트리 정리는 신중

없다.

을 기하기 바란다). 또한 프로그램도 삭제할 수 있
다. 하지만 삭제 기능의 경우 다음에 추천하는 툴이

HD 튠(HD Tune) : 드라이브의 상태를 확인하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한다.

기 위해 리눅스로 부팅할 필요는 없다. 이 프로그램
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버전은 개인적인

리보 언인스톨러 포터블(Revo Uninstaller Po-

용도를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더욱 강력한

rtable) :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에는 삭제 프로그램

HD 튠 프로(HD Tune Pro)를 업무용으로 사용하

이 포함되어 있지만,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기 위해서는 3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윈도우의 자체 언인스톨러 툴

포터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에 설치해

‘프로그램
(
및 기능’또는‘프로그램 추가/삭제’
라

야 한다. 하지만 일단 설치를 마치면 해당 폴더를

불린다)은 단지 해당 프로그램의 자체 삭제 기능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복사하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실행시킬 뿐이다. 한편, 리보는 해당 프로그램의 삭

있다.

제 기능을 실행한 후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한다. 완
벽하지는 않지만 만족할만한 기능을 제공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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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사이즈 포터블(Folder Size Portable) : 친

구의 하드 드라이브가 너무 복잡하다면 청소를 통
해 블로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손쉽게 찾
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인드젬(MindGem)이 개발
한 폴더 사이즈 포터블을 이용하면 어떤 폴더가 많
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의할 점
은 첫째, 포터블 버전은“실험용(Experimental)”
으로 표시되어 있다. 단, 작동에는 무리가 없었다.
둘째, 화려한 그래픽은 친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에만 작동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픽
과 데이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폴더 사이즈 포터블(Folder Size 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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