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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설치형태

듀얼부팅

Windows XP가 설치된 PC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DYNA LINUX를 추가로 설치하면 듀

얼부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하드디스크 전체가 C드라이브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도하

실 수 있으며, 그런 경우 DYNA LINUX 설치 프로그램이 C드라이브를 줄여서 C 뒤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DYNA LINUX를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C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는 사용자가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듀얼부팅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매번 PC를 구동시킬 때마다 Windows XP

와 DYNA LINUX 중 어떤 OS로 부트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GRUB(부트 로더의 일종)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DYNA LINUX only

하드디스크에 DYNA LINUX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상태에서는 매번 PC

를 구동할 때마다 GRUB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DYNA LINUX only 상태에서도 Press ‘ESC’ 

to enter the menu…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될 때 ESC키를 누르면 GRUB 메뉴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DYNA LINUX 설치를 위해 준비할 것들

하드디스크 빈 공간 확보

DYNA LINUX가 차지할 공간이 5기가 정도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듀

얼 부팅으로 설치할 경우 DYNA LINUX가 설치될 파티션을 10기가 이상 잡으실 것을 권장합니

다. 따라서 현재 하드디스크 전체가 Windows XP가 설치된 C드라이브로 되어있는 경우 C드라이

브에 빈 공간이 10기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

듀얼부팅 구성을 시도하시는 경우 DYNA LINUX 설치 전에 Windows XP에서 디스크 조각모음

을 실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C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맨 앞 섹터부터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 C에 많은 여유 공간이 있어도 DYNA LINUX 설치 프로그램이 C를 원

활하게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DYNA LINUX 구하기

다운로드 

DYNA LINUX의 ISO파일은 www.dynasy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

드 받은 후에 DVD-R에 레코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USB Linux Creator에서 ISO파일을 불러와

서  USB  DYNA  LINUX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USB  Linux  Creator  또한 

http://www.dynasys.kr/


www.dynasys.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USB Linux Creator

당연한 얘기지만 USB DYNA LINUX를 만들기 위해서는 DYNA LINUX의 ISO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지만 2기가 이상의 USB메모리도 있어야 합니다! 간혹 USB메모리 부팅을 지원하지 않

는 메인보드가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YNA LINUX의 기술지원

다이나시스템의 기술지원은 주로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메일을 통한 본사 차원의 기술지원: support@dynasys.kr로 질문 메일을 보내주시면 1,2일 안

에 답변해 드립니다.

-전화를 통한 본사 차원의 기술지원: 대표전화인 070-7139-475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공인 딜러를 통한 기술지원: DYNASYS Authorized Dealer 로고를 부여받은 공인 딜러(용산의 

컴퓨터 조립 가게 등)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 딜러가 판매한 데

스크탑 PC나 서버를 구매하신 경우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http://www.dynasys.kr/


     DYNA LINUX 설치하기

DVD로 설치하기

DVD로 부팅하면 먼저 아래와 같은 언어선택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 한국어를 고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DYNA LINUX LiveDVD 모드를 선택하면 한글 라이브 모드로 부팅되며 웹 브라우저

로 한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글로 글을 올리거나 오픈오피스에서 한글로 문서작성을 해 볼 수 있

습니다. 웹 브라우저나 오픈오피스에서 한글/영문 전환은 ‘Ctrl 키+스페이스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한/영’키는 OS설치 완료 후에 사용가능). LiveDVD 모드를 사용하다가 DYNA LINUX 설치단계



로 넘어가기 위해서 컴퓨터를 재부팅 해서 DYNA LINUX Install 모드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

다. 라이브 상태에서 바탕 화면에 있는 “설치”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OS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

다. 설치 첫 단계는 언어선택 화면인데 한국어가 이미 선택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놔두고 계속 진

행하시면 됩니다.

DVD부팅메뉴에서 DYNA LINUX Install 모드로 들어간 경우에는 OS 설치가 바로 시작되며 인터

넷 검색이나 다른 작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USB DYNA LINUX로 설치하기

USB로  부팅하면  언어선택  화면이나  부팅메뉴는  생략된  채로  Welcome  to  DYNA  LINUX 

Installation. Press Enter to continue…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때 Enter키를 누르면 영

문 라이브 모드로 부팅이 되는데 웹 브라우저로 한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글을 읽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한글 입력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DYNA LINUX 1.5의 경우엔  USB로 부팅을 해도 

DVD 부팅 시와 동일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언어선택 화면이 나오지 않으며 강제로 영문 메뉴가 

나오는 것이 DVD와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영문 라이브 상태에서 바탕 화면에 있는 Install 아

이콘을 더블클릭하면 OS 설치가 시작되며 설치 첫 단계의 언어선택 화면에서 English가 선택되

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바꿔주면 DYNA LINUX 한글판이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언어선택과 그 이후의 단계

언어선택 단계부터는 USB와 DVD가 차이가 없으므로 구별하지 않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단계에서 한국어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알아서 Seoul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디폴트로 USA로 되어 있는 것을 위와 같이 한글 101/104 키로 바꾸어 줍니

다. 한글 101/104 키로 설정해야 ‘한/영’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101/104키를 

선택하고 나면 아마 20초 정도 키보드가 잠깐 멎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면 아

래쪽의 시험 입력 창에 타이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한/영 키가 제대로 동작하는 지 확인해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장 겁나는 단계인 파티션 설정 단계입니다. 만약 하드디스크 전체를 포맷하고 DYNA LINUX 

only로 설정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서 자동-디스크 전체 사용을 고른 뒤 하위메뉴에서 원하는 하

드디스크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동-디스크 전체 사용의 하위 메뉴에는 현재 컴퓨터에 꼽혀있는 

USB메모리까지 모두 표시되므로 현재 시스템의 메인 하드디스크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반드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 전체가  Windows XP가 설치된  C  드라이브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위의 그림처럼 

Guided 설정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C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는 사용자가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C를 줄임으로 인해 생기는 빈 공간에는 DYNA LINUX가 설치됩니다. 

수동으로를 고르신 경우에는 DYNA LINUX가 설치될 ext3 파티션 하나와 1기가 정도의 스왑 파

티션 하나를 만드시면 끝입니다. 물론 ext3 파티션은 마운트 위치를 /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계정 설정을 할 차례입니다. 첫번째 항목은 로그인 아이디와 관계없는 본인의 실명을 

적는 난이고 두번째가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로그인 아이디에는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

고 마지막 항목의 컴퓨터 이름은 스크린 샷과는 달리 ‘-‘가 들어가지 않게 설정해 줍니다. 가령 컴

퓨터 이름이 스샷처럼  joon-desktop으로 설정될 경우 네트워크로  PC들이 연결된 상황에서 

Windows XP PC에서 본인 컴퓨터의 공유 폴더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XP에서 ‘-‘가 

들어간 네트워크 이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XP가 설치된 파티션이 있을 경우 위 그림처럼 XP의 계정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계

정목록이 표시됩니다. 제가 XP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Dynamism이므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다

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확인 화면입니다. “고급” 버튼을 클릭하면 GRUB이 설치되기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GRUB은 항상 설치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GRUB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급” 버튼을 건드리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DYNA LINUX의 설치가 100프로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www.dynasys.kr의 기술지원 게시판의 KB00014와 KB00024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KB00014 – 외국 드라마를 감상하실 때 한글 자막(*.smi)이 표시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KB00024 – 업데이트 서버를 ftp.daum.net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DYNA LINUX 

1.5의 경우 업데이트 서버를 ftp.daum.net으로 바꾸지 않으면 파이어폭스에서 어도브 플래시 플

러그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