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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관리, jv16 powertools

jv16 PowerTools는 레지스트리를 청소하는 프로그램으로 레지스트리,
파일시스템의 클리닝 및 제어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RegCleaner시절부터 써왔는데 말썽부린적이 없는 착한놈인데...다만

1.4.1.248버젼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되고 상용화가 되어 아쉬움이...
jv16 PowerTools 메인 메뉴의 Settings->Language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Korean - 한국어"를 선택하면 메뉴가 한글로 바뀌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 기능들은 다쓰실필요도 없고 프로그램에 한글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디스키퍼,jv16 PowerTools,V3,Ad-aware 6.0 만으로
시스템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인지 별문제없이
잘쓰고있고요... 보드를 바꾸지 않는한 사실 포맷이 필요치
않다는...그래픽을 바꾸어도 깨끗하게 정리만 하면 포맸X...그래도 괜히
찜찜하여 가끔 포맷을... jv16 PowerTools로 레지정리하고 Ad-aware
6.0로 악성코드 정리,나머지는 직접정리... 잘안지워지는 프로그램은
1.프로그램추가삭제에서 삭제
2.C - 프로그램 파일 - 삭제한 프로그램의 폴더가 남아있나 확인 (저는
프로그램추가삭제에서 삭제가 안될때 강제로 폴더삭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픽드라이버 설치후 C - ATI나NViDA폴더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3.C - 프로그램파일 ㅡ installShield Installation Information폴더에
보시면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폴더의 Setup.ini을 메모장으로 여시면 어떤프로그램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지웠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삭제
4.쓸데없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C - Window - Downloaded Program

Files에 설치됩니다 속성보시면 어떤건지 확인가능하니 보시고 삭제
잘모르겠거나 귀찮으면 다 삭제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을
하시다보면필요한건 다시 설치가 되니...이걸 AticvX 콘트롤이라고 하나...
5.데몬이나 디스키퍼같은것은 C - Window - Downloaded
Installations에 설치프로그램이 생깁니다
6.jv16 PowerTools로 레지정리하고 Ad-aware 6.0로 악성코드 정리
*jv16 PowerTools 메뉴
1. Registry Tool(레지스트리 도구) : 쓸모없거나 잘못된 엔트리의
레지스트리를 청소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관리자(Registry Manager) : 소프트웨어 삭제, 오래전에
제거되었다고 생각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레지스트리 엔트리 제거, 쉘확장
변경 및 제거 기능 등등 - 메뉴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삭제하셨거나 이상한게 있으면 삭제하세요 백업되니 걱정은
하시지말고..
*레지스트리 청소기(Registry Cleaner) : 자동으로 레지스트리 전체를
스캔하고 무효 엔트리를 찾음 - 주로 사용하는겁니다 다하면 녹색과
적색으로 표시될겁니다 걍 삭제 (단녹색만) 의심스러우면 값이름을
잘살펴보고 하시기를...
*Registry Finder : 워드를 입력하여 레지스트리로부터 아이템을 찾는
기능 - 필요하면 쓰세요

*Registry Monitor : Windows 내부의 레지스트리 변화를 감시 필요하면 쓰세요
2. File Tools(파일 도구) : 필요하지 않은 파일, 이중 파일, 임시 파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들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파일도구(File Tool) : 중복 파일, 제로 파일, 무효 단축 아이콘 찾기,
이름변경, 암호화, 안전삭제, 병합, 속성 변경, 이동등 - 윈도의 검색기능
*디렉토리 도구(Directory Tool) : 디렉터리 구조와 내부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과 빈 디렉터리 찾기 등
*File Cleaner : Temp 디렉터리의 임시 파일, 시작메뉴의 무효 단축아이콘,
사용되지 않는 공유된 DLL 등을 찾아 자동으로 제거기본이"C:WINDOWSTemp" "C:DOCUME~1김한섭LOCALS~1Temp"
"c:Temp"입니다 삭제해도 아무 문제없는데고 가끔 정리해야할곳...다
지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해주네요
*Start Menu Cleaner : 시작 메뉴의 무효 단축아이콘 제거만을 위한 항목
- 자동실행됨
*DLL Cleaner : 사용되지 않는 공유된 DLL을 찾아 제거하는 기능만을 위한
항목 -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3. Automation Tools(자동화 도구) : jv16 PowerTools 스크립트 관련
도구로 일반 사용자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Script Manager : jv16 PowerTools 스크립트를 제어하기 위한
유틸리티
*Script Editor : jv16 PowerTools 스크립트 파일의 편집 또는 생성 툴
*Script Wizard : jv16 PowerTools 스크립트 콘솔 생성을 위한 툴
*Console : jv16 PowerTools 제어를 위한 텍스트 기반의 툴
4. Backup Tool(백업 도구) : 백업된 데이터의 보기, 편집, 제거, 복원
기능을 가집니다.
출처 : 파코즈, 060604
유용한 관리 프로그램을 찾던중 위 프로그램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우 간편하면서도 성능이 탁월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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