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일단 Mac OS X 를 설치하려면 간단한걸 알아야 합니다.
파티션?! 이란것과 MBR 등에 대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알아야 합니다.
파티션을 설명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드 디스크를 정의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드가 1~10번까지의 칸이 있다고 가정할때
1~3번까지의 칸을 윈도우를 쓰고 4~10번까지의 칸을 자료 저장 공간으로 쓰겠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파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걸 왜 알아야 하느냐!!! 파티션이 여러개인 하드에선 여러개의 하드중
단 한개의 Active 파티션이란걸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하드가 여러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졌을때 어떤 파티션으로 부팅을 하느냐
라는걸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맥이 D 라는 파티션에 설치 되있어도 부팅을 C로 하게끔
되어있으면 부팅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것은! 일단 파티션이라는걸 나눠야 합니다.
윈도우가 쓸 공간과 맥이 쓸 공간을 나누어 주어야죠.

그림에서 처럼 제어판 --> 관리도구 --> 컴퓨터 관리 --> 디스크 관리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크로니스나 파티션매직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지만
가장 안전한건 자체 내장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가장 안전하고 엉키지 않습니다.

위 사진처럼 보시면 일단 제가 실제 쓰고 있는 하드는 160GB짜리의 하드인데,
C:에 윈도우를 깔고 (25GB) D에 레오파드를 깔고 (30GB) 그리고 나머지는 저장공간입니
다. 그리고 아래 있는 하드는 설명을 위해 특별히 희생<?>한 하드인데
E:라는 그냥 파티션(설정상 맥을 설치할?!!!) 파티션이고 오른쪽에는 ODD나 USB등이
없이 설치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약 5GB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렇게 파티션을 나누어 주고 5GB의 하드공간을 FAT32로 포맷을 하고 활성화 시켜줍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활성화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디 이미지를 아까 만든 하드로 복사를 해볼까요?
우리 친절하신 분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두었습니다 ;;;;
Leopard HD Install Helper 0.3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인데 레오파드 설치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드에 덮어 쒸움과 동시에
부팅이 가능하게 만들고 뭐 등등등;; 아무튼 좋습니다.
맨 위에 ... 버튼을 눌러서 시디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들어둔 5GB짜리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저같은경우 F)
그리고 다른건 다 체크해주시고 아래 조그만한건 현재 윈도우가 깔려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boot.ini)를 수정해서 설치 파티션으로 바로 접속 하게 만들어줌)
*참고 해야 할 사항은 만약 부팅중인 윈도우와 그리고 설치 이미지를 복사해둔 파티션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파티션이라면 boot.ini에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CMOS에서
바로 선택해주면 되기때문에^^; 어차피 그냥 추가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그냥 위의 사진처럼 하시면 됩니다 ;;;
자 이제!! 재부팅을 하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