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길을 따라가셔서 (잘 모르시겠다면 창 제목 바로 아래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번째거 선택
하셔서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파일(Mac.prelPane) 데스크탑(바탕화면)으로 복
사해둡니다. (드래그 하시면 되요 ;ㅁ;) - 이부분은 한글언어팩을 설치 하지 않으실분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언어팩 설치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백업하는겁니다.)

자! 이제 한글 언어팩을 설치 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특별히 할건 없습니다. 그냥 쭉 설치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설치 할때 설정해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부팅 ot 로그아웃 하시고 다시 로그인 하세요

자! 이제 메뉴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한글패치 완료!!!



자 이제 한글패치를 하면 제어판중 일부가 작동을 안합니다. 패치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백업 해두었던 Mac.prelPane 파일을 아까 그곳 시스템/라이브러리/PreferencePanes
안에 덮어씌어줍니다. 시스템 파일이기 때문에 (읽기전용) 저렇게 뜨는데 인증을 누릅니다

대치를 선택합니다. (교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암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설치 할때 정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마우스 패치를 해야 하는데 Keyboard.perlPane 파일을 방금과 같은 위
치에 덮어 씌웁니다. 자 이제 키보드&마우스 그리고 MobileMe 까지 패치 완료!!!



시스템 파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권한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곳으로 가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 시켜 줍니다.

맥 파티션을 선택해주고 디스크 권한 복구 버튼을 눌러서 권한 복구를 시작합니다.



권한복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재부팅 합니다 ;ㅁ;

자 이제 사운드 패치를 합니다. AzailzAudio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헤드폰단자 사용을 위한 패치를 합니다.

저기 보이는 Audieee 를 데스크탑 --> 응용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일종의 설치??)
그리고 실행 시켜 줍니다. 패스워드 물어보는데 설치 할때 계정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이제 자동실행 시켜주기 위해 시스템 환경설정 -->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항목을 클릭하시고 아래 + 버튼을 클릭하셔서 응용프로그램에 있는 Audieee를 추가 
하고 가리기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위에 저런 모양이 생겼는데 Internal Sp~~~는 내장스피커를, 아래 헤드폰은 헤드폰단자를
사용할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헤드폰 단자 패치도 완료!!!

자 이제 “이 매킨토시에 관하여”에 제대로 된 정보를 출력 하기 위해 OSx86 Tools을 실행 합
니다. 실행 후 Modify About this Mac을 선택 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Autoset CPU Info를 선택 하시고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됩니다(계정 
패스워드)

그리고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로그인 하신 뒤 보시면 Atom N270을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Atheros 5007EG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이 되긴 합니다만...
반복작업과 불편하고 해서 DW1390을 구매하여서 사용하니 잘됩니다;;; 개인적으로
DW1390을 사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기존랜을 사용가능하긴 하지만;; 할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처럼 멀티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NTFS for Mac을 설치하시면 NTFS파티션을 읽기
만 가능하던게 쓰기 까지 가능해집니다;; 강력추천합니다;; 필수랄까^^;;



자 이제 모든걸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저렇게 부팅메뉴에서 -v -f 를 입력하셔서

이런 화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Mac 사용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