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dows 10을 설치한 이후 이전 버전 Windows로 돌아가는 방법. 

 

Microsoft는 이전 버전 Windows나 이전 Windows 빌드로 돌아갈 수 있는 31일 창을 표시하는 되돌리기(Go 

Back)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중요: 

•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배터리로 동작할 때는 절차가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고 Windows 10으로의 원래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때 외장 USB 스토리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되돌리기 절차를 수행하려면 동일한 USB 스토리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old 파일이 외장 USB 장치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구 운영 체제에 사용했던 원래 암호가 필요합니다. 

• Windows 10 업그레이드 이후에 설치된(제거된)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 일부 최신 앱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긴 디스플레이 이름, 라이브 타이틀 깨짐, 충돌 

등) 

• Windows 10 업그레이드 이후에 컴퓨터의 시스템 또는 설정 변경 사항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31일 창이 사라진 후에는 되돌리기 기능이 업데이트 및 보안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 시작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3. 업데이트 및 보안 창의 왼쪽 열에서 복구를 클릭합니다. 

4. 복구 화면의 ...으로 돌아가기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o ...으로 돌아가기 다음에 표시되는 내용은 업그레이드 당시 사용하던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o Windows 10 운영 체제의 기술 프리뷰를 설치했다가 Windows 10 릴리스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면, 이전 기술 프리뷰 빌드로 되돌아가는 옵션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5. 되돌리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에서 상자를 하나 선택하거나 이전 빌드로 되돌아가려는 이유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알아야 할 사항 창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잠그지 마세요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Windows 10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으로 되돌리기를 클릭하여 되돌리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과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 되돌리기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컴퓨터의 배터리 수준이 낮습니다.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o 새로고침 절차가 실행되었습니다. 

o 재설정 절차가 실행되었습니다. 

o 디스크 정리(windows.old or $windows.~bt) 디렉터리가 편집되었습니다. 

o windows.old 또는 $windows.~bt 디렉터리에서 파일이 수동으로 삭제되었거나 전체 

디렉터리가 삭제되었습니다. 

o 새로운 사용자 계정이 추가되었습니다(로컬 계정을 Microsoft 계정으로 승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