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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XP Mode 준비하기
  가-1. 사용조건

Windows 7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XP Mode 는 오직 Windows 7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XP, Vistar, 8, 8.1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2. Virtual PC 설치하기

Windows Virtual PC를 설치합니다.
XP_MODE_SP3.iso을 mount한 후 [UPDATE]→[Windows Virtual PC]폴더에서 KB958559를 
설치합니다.

설치한 후 실행하였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온다면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는 CPU입니다.
[UPDATE]→ [Windows Virtual PC]→ [CPU 제한없이 사용] 폴더에서 KB977206를 업데이트 
하면 CPU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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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P Mode 설치하기
  나-1. 사용조건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XP Mode는 professional edition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XP Mode는 Home Premium edition 이하에서 설치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Home Premium edition 이하 사용자들은 XP Mode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irtual PC에 XP를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Windows 7의 모든 버전에서 XP Mode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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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 Virtual PC에 XP 설치하기
Virtual PC를 실행하여 새로운 가상 컴퓨터를 만듭니다.

가상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가상 컴퓨터에 오른쪽 클릭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DVD 드라이브)에 ‘XP_MODE_SP3.iso’을 지정하고 (네트워킹) 부분은 ‘공유 네트워킹(NAT)’
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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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했다면 이제 가상 컴퓨터를 실행하여 XP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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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 구성 요소 설치 및 설정하기
  다-1.  통합 구성 요소 설치하기

 

XP_MODE_SP3.iso에서 [UPDATE]→[통합 구성 요소] 폴더에 3개를 순서대로 설치합니다.

[1 통합 구성요소]는 XP Mode 통합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설치파일입니다.
[2 RemoteApp™]은 XP Mode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Windows 7의 시작메뉴에 등록
해주는 설치파일입니다.

참고사항은 [1 통합 구성 요소]를 설치를 마치면 iso가 unmount 됩니다.
그러면 iso를 다시 mount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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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파일들이 모두 설치되었다면, XP Mode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Windows 7 
시작메뉴 목록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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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2.  설정하기

사용자 계정에 암호를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XP Mode에서 통합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로그온 할 때 계정 암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XP에 로그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암호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통합기능을 설정합니다.
(도구)→(설정) 에서 통합기능을 설정합니다.

통합 기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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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능 설정을 마치면 Virtual PC를 종료했다가 다시 켜주면 완료됩니다.
(재부팅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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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 설명
  라-1. 업데이트 상태

업데이트 통합된 XP입니다.

  라-2. 포함된 업데이트

[통합 구성 요소]
[PowerShell 2.0]
[Windows Virtual PC]
[Windows Search 4.0]
[루트 인증서 업데이트 [2014년 3월]]
[Windows Genuine Advantage Notification]

  라-3. 정품 상태

Virtual PC에 설치한다면 자동으로 정품인증이 됩니다.
다른 PC에 설치하면 정품인증이 풀려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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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처

  마-1. 출처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