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10을 위한 사용자 메뉴얼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선택사항이 나올텐데 아래 2번을 선택 해서 Mac Os X System을
선택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가만히 두면 Mac 설치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로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맨 아래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뭐 이렇게 설치를 준비하고;;;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계속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유틸리티 --> 디스크 유틸리티를 눌러줍니다

대충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외장형HDD를 통해 설치 하는 거고
설치는 disk02에 설치합니다. Windows파티션은 XP가 깔려있고 다른건 저장용입니다



Mac을 깔 파티션을 선택하고 지우기를 선택하시고 볼륨 포맷을 Mac OS 확장(저널링)을 
선택하시고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저렇게 나오는데 지우기 누르시면 됩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이제 좌측 상단에 빨간 단추(윈도우의 X표시 종료단추역활과 비슷??)를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자 이제 기본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대상 디스크를 골라주고 계속을 누릅니다.

이제 드디어 설치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여기서 사용자화를 눌러줍
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화살표를 클릭해서 펼쳐주시고 삼성 NC10 패키지를 체크하시고 완
료를 누르세요

자 이제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뭐 대충 설치중입니다;;;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리면
그 유명한 Welcome동영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자동으로 재부팅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환영 동영상이 나옵니다. 블랙홀 속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정상적인 스틸컷을 찍지 못해 죄송합니다 ;;;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환영 동영상이 끝나고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정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게 뜨는데 아래 Show All을 체크 해주셔야 한국이 보입니다;; 우울한 한국 ㅠㅠ

키보드인데 아까 위에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선택 하
고 콘티뉴...(Continue..;)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맥을 처음깔거나 맥이 깔려 있지 않는 컴퓨터에 설치 한다는
가정하에 맨 아래 Do not transfer 어쩌고를 선택합니다. 맥을 쓰던 사람이면 기존 데이타를 
변환시켜주겠다는내용입니다^^;

저같은 경우 내장무선랜을 DW1390으로 교체해서 알아서 무선랜을 인식하고 AP를 잡아주
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Continue...



애플 아이디가 없으면 그냥 콘티뉴 누르시면 됩니다.

대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타는 사용자 정보입니다. (가입하거나 하는것이 아님;;;)



그냥 대충 아무거나... ( ..)

이런 애플에 가입하는게 아니라 사용자 계정입니다. 맥에 로그인 할때 씁니다. 신중하게..
특히 Short Name같은 경우엔 사용자 개인 폴더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변경불가)
잘 선택해주세요



사용자 계정에 사용할 사진을 찍는데 NC10같은 경우 내장 캠을 인식 하기 때문에
저처럼 찍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미인데 넘기셔도 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기쁘다 ㅠㅠ

설치 후엔 그냥 이런 화면이 뜨고 끝입니다. 영문판의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