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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스트란 ? 

 Ghost는 하드디스크 이미지 백업 전문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Symantec에 인수된 Norton

의 명성대로 이름값을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실은 처음부터 노턴에서 만든 건 아니다. 

2.0 버전까지만 해도 Binary Reseach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지만 노턴에서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은 Norton아니 다시 인수한 회사 Symantec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것이다. 

  

2. 고스트를 왜 써야하는가? 

 아무리 프로그램 설치를 최적화 시키고 백업을 잘해 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윈도 시스템

의 구조적인 문제 즉 프로그램 설치·삭제 시 깨끗하게 설치전의 상태로 돌려놓지 못하는 문

제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중노동의 고통-윈도 재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설치의 

악몽에서 시달리고 있다. 조금씩 느려지는 시스템 속도, 불필요한 DLL 쓰레기, 레지스트리

의 난잡함을 보게 되면 재설치가 엄청난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때 바로 고스트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자동화(무인화) 설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부분을 셋팅값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며, 서비스팩 및 핫픽스의 설치,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응용프로그램 설치의 노가다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바로 고스트다. 고

스트로 윈도 설치, 서비스팩, 핫픽스, 응용프로그램 설치까지 마친 최적의 상태를 바로 고

스트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면 중노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에 이상한 징후-느려

진다든지 데이터파일의 링크가 이상해서 엉뚱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든지, 레지스트리에 쓸

데없는 쓰레기 값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차없이 고스트 이미지 복원으로 

언제든지 처음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의심이 드는 프로그램 혹은 정

상적인 설치가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고스트

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작동이 이상하다 거나 바이러스

가 발견되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미지 복원으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고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권하고 싶다. 

  

3.고스트 사용시 주의 사항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고스트 버전은 크게 세 가지이다. 

고스트 2000, 2001, 그리고 최근에 나온 7.0 버전인데 이중 2001 버전은 윈도 2000에서 

사용시 NTFS 파티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다. 그러므로 2000이나 

7.0버전 사용을 권한다. 

 그리고 고스트는 도스용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NTFS 파티션을 인식하고(다른 OS의 파티

션도 인식이 가능하다. 리눅스의 ext2나 OS/2 HPFS도 가능하다고 한다. 사용해보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읽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NTFS 파티

션에 쓰기는 되지가 않는다. (쓸 수 있는 파티션은 FAT16, FAT32 파티션 뿐이다.) 그러므

로 고스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파티션은 NTFS 파티션이 아닌 다른 파티션 즉 FA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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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32 파티션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미지를 저장하고 다음에 저장한 이미지를 

읽어들여서 복원이 가능한 것이다. 

  

4. 고스트의 설치 

 설치는 무척이나 쉽다. 화면에서 하는 지시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단 7.0버전의 경우 

Ghost Console 설치시 제품번호를 요구하는데 정확히 입력하지 못할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

이 걸려서 동작하게 된다. 사실 없어도 그만이다. 

 고스트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개의 실행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 알아두어야 할 것은 

Ghost Image Explorer라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고스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다. 특정 파일이나 데이터만 빼내는데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고스트를 설치하면 여러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건 바로 Ghost.exe 파일이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건 정말 필요하지 않다. 단 Ghost 

Image Explorer는 이미지 파일 덩어리에서 특정 파일만 추출할 수 있긴 하지만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수고가 필요 없을 것이다. 

 고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스트 복원용 부팅 시디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럴 경

우 부팅 디스켓에 ghost.exe만 넣어서 부팅이미지를 만들고 나머지 데이터 영역에 고스트 

이미지를 넣어서 시디를 만들면 시디 한 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고

스트 부트 디스켓을 좀 더 편하게 만드려면 고스트를 설치하면 생기는 고스트 부트 위저드

를 사용하면 된다.) 실제 본인도 그렇게 사용중이며 언제나 최신(?)의 이미지 파일을 유지

하기 위해 CD-RW에 담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5. 고스트의 사용 방법 

 이 또한 무지하게 쉽다. 그냥 한번 따라만 해보면 누구든지 쉽게 익힐 수 있다. 단 위에서 

말한 주의 사항을 참고해서 이미지 저장용 파티션이나 다른 하드디스크를 준비해 놓은 상태

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캡쳐한 이미지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도스에서 동작

하는 고스트를 캡쳐하기 위해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스용 캡쳐 프로그램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실을 좀 헤메다가 찾기는 했는데 별로 화면의 상태가 맘에 들지 

않았다. 이점 양해하기 바란다. 

  

 

5-1.  메뉴의 구성 

 

 

1.시작화면이다. OK를 누르고 기본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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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된다. 기본 메뉴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  Local - 말그대로 로컬에서의 하드디스크 이미지 백업에 관계된 메뉴이다. 대부분

의 사용자들이 도스에서 고스트를 사용할 것이므로 이 메뉴만 잘 알아놓으면 된다. 

?  LPT - 프린터 포트로 연결하여 이미지의 저장 및 복원을 다른 PC에 할 수 있다. 

? USB - USB 포트를 이용하여 다른 PC를 연결하여 이미지의 저장 및 복원을 

할 수 있다. 

? Multicasting - 네트웍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대의 PC에 설치할 경우 사용한

다. 

? TCP/IP - TCP/IP를 이용하며 PC를 연결하여 이미지 저장 및 복원을 하는 경

우 사용한다. 

?  Option - 옵션은 별다른 설정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 본인은 Local 메뉴에 관한 설명만 다룰 것이다. 본인이 사용해본 경험이 로컬 상황

에서 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네트웍을 이용하여 설치는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

고 생각되어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설치 시 만들어지는 

PDF 파일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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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미지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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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생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다. 여러개의 파티션을 포함하고 있는 디스크 전

체를 이미지로 만드는 디스크 단위 생성과 각 파티션 별로 선별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파

티션 단위 두가지이다. 하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티션 

이미지를 만들어 볼 것이다. 

  

  

? 참고로 본인의 하드 디스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Maxtor 40GB HDD 

1. Primary 10GB : 윈도 시스템 파티션 (NTFS) 

2. Logical 25GB : Data 저장용 파티션 (NTFS) 

3. Logical 5GB : 고스트 이미지 저정용 파티션 (FAT32) 

  

? 작업 방법 :  

본인은 1번 파티션 윈도 시스템 파티션을 이미지로 만들어 3번 FAT32 파티션에 저장을 하

려고 하는 것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1. Action에서 파티션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만들것이기 때문에 파티션에서 To Image를 선

택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 To Disk는 디스크를 두 개 연결해서 원본 하드디스크의 내용

을 새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복제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학교 실습실이나 PC방에서 사용



자료출처 : http://www.ntfaq.co.kr 

하면 유용할 것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래에 있는 From Image가 바로 복원을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이다. 만드는 것은 To 

Image, 복원하는 것은 From Image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 얼마나 쉬운가?  

 

 

 

2. To Image를 선택했으면 어느 디스크에서 파티션을 추출할 건지를 묻는 메뉴가 나온다.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디스크 목록이 나올것이지

만 본인은 하드디스크가 딸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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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디스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선택한 디스크에 할당되어 있는 파티션의 

목록이 나온다. 본인의 경우 NTFS 파티션이 2개, FAT32 파티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총 3개

의 파티션 목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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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목록 중에서 본인은 첫 번째 파티션인 NTFS 파티션을 이미지로 만들것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5. 다음 단계는 만들어질 이미지 파일을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를 묻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 

본인은 3번째 파티션인 FAT32 파티션에 저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3

번째 파티션이 C 드라이브로 잡힌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스트에서 NTFS 파티션으로 직접적인 쓰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읽기만 가능할

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파티션은 건너띄고 세 번째인 FAT32 파티션이 첫 번

째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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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적당한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다. 이 외에도 몇 개의 이미지 파일의 이름도 보이는데 

그 파일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름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갑자기 왠 질문 창이 하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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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원본 파티션의 크기보다 저장할 파티션의 공간이 적으면 위의 

경고를 볼수가 있다. 압축을 할건지를 묻는 건데 압축도 속도와 압축율에 따라서 두가지가 

있다. 가장 압축율이 좋지만 느린 High, 약간 빠르고 압축율이 떨어지는 Fast 두가지이다. 

아예 압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써버리는 No도 있다. 윈도 시스템의 사이즈가 상당하

기 때문에 High를 선택해서 압축을 할 것을 권해드린다. 시스템의 사양이 아주 떨어지지 않

는다면 High를 선택한다고 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8. 또 질문창이 뜨는데 내용은 무시하고 No를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Yes를 선

택할 경우 .GHS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은 윈도용 프로그램인 Ghost 

Explorer에서 쓰이게 된다. 솔직히 말래 두가지 선택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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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디어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까지 왔다. 여기서 Yes를 선택하면 이미지 생성을 시작한다. 

한번 덤프를 시작해버리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Reset을 하지 않는한... 

  

? 이미지의 복원 

당연하겠지만 복원을 위해서는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초기메뉴에 있는 로컬의 From Image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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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는 복원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야 한다. 

 

 

2. 적절한 이름을 선택하고 나면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파티션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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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후에는 복원을 할 파티션이 들어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하드디스크

가 여러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면 본인의 경우에는 한 개만 나타난다. 

 

4. 드라이브를 고르고 나면 선택한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복원할 파티션을 고르면 

된다. 본인의 경우에는 윈도 시스템 파티션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파티션에 이미지 

복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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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미지 복원 화면이다. 여기서 Yes를 선택하

면 바로 이미지 복원이 시작된다. 주의할 것은 잘못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복원을 하거

나 이미지 복원 중 시스템의 전원이 나가서나 리셋이 될 경우 그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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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여기까지 간단히 고스트 이미지 생성 및 복원을 해보았다. 한번 따라해 보면 알 정도로 너

무나 쉽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자잘한 메뉴의 설명을 빼버린 이유는 실제 상황에

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메뉴를 활성화 시키려면 적어도 2대의 PC가 필요하

거나 네트웍이 갖춰진 상태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트웍이 갖춰진 상태라면 윈도95나 

98을 사용하고 있거나 설치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경우인데 상당히 불편해서 쓰지 않

는 경우가 많다. 가장 편리하고 이상적인 방법은 디스크의 일부를 고스트 이미지용으로 할

당해서 로컬에서 만들고 복원하는 것이다. 아님 다른 적은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구해서 하

나를 더 추가해서 쓰는 방법도 권할 만한 방법이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스트 작업을 하는데 그럴 경우 혹시나 있을 윈도를 완전 재설치시 윈도

를 또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본인은 윈도 설치 후 서비스팩과 핫픽스를 설

치한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에 이미지를 또 한번 

만들어 놓았다. 가장 깨끗한(?) 상태의 윈도로 돌아가기 위한 대책인 것이다. 

 또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쓸모없는 파일

을 깨끗이 지우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곳곳에 흩어진 임시 파일들인데 주요 위치는 다

음과 같다. 

  

1.  \WinNT\Temp  

2.  \Temp  

3.  \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혹은 다른 사용자)\Local Settings\Temp 

\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혹은 다른 사용자)\Local Settings\Recent 

   (이 폴더들은 숨김 속성이 있기 때문에 폴더 옵션에서 바꾸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다.) 

 4, 인터넷 캐시 폴더의 캐시 파일과 쿠키 그 외 곳곳에 흩어진 .tmp, ,bak 파일들 

  

이런 군더더기들을 말끔히 제거해버리고 이미지를 만든다면 약간의 크기 감소가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한번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셋팅할 것이나 설치할 프로그램

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미지 복원할 때마다 다시 설치하고 셋팅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을 것인가? 

 또 복원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덮어 써지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나 즐겨찾기 등 개인 데이터는 다른 파티션으로 옯겨 놓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른 파

티션에 쓰는 것이 좋다. 복원한 다음 데이터만 따로 덮어 쓰면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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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족한 내용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옮기 

든지 첨삭을 가해도 좋다. 단 원래 작성자만 밝혀주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유용한 아니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한줄의 코딩 시간

도 아쉬운 때에 시스템 복구를 위해 윈도를 재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또 그 과

정에 있을 수많은 재부팅 시간들. 시스템 관리자라면 정말 피가 마를 것이다. 정말 이런 노

가다에서 해방되고 싶은 분은 당장 고스트를 사용하시기 바란다. 정말 언젠가 MS랑 

Symantec이랑 라이센스를 잘 맺어 고스트가 윈도의 기본 번들 프로그램이 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이상봉 (aska76@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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