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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소개
Rapid Recovery는 0에 가까운 복구 목표 시간과 복구 목표 지점을 제공하는 백업, 복제 및 복구 솔루션입니다.
Rapid Recovery는 데이터 보호, 재해 복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데이터 관리를 제공합니다. 베어 메탈 복원(유
사한 또는 유사하지 않은 하드웨어)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원본과 관계없이 실제 또는 가상 컴퓨터에 백업
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pid Recovery는 클라우드, DL 시리즈 백업 및 복구 어플라이언스 또는 원하는 지원
시스템으로도 아카이브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향상된 중복 및 보안을 위해 하나 이상의 대상
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의 특별한 장점:
•

유연성. 실제에서 가상으로, 가상에서 실제로, 가상에서 가상으로, 실제에서 실제로의 복원을 포함하여 여러
플랫폼에 대한 범용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통합. VM, 아카이브 및 복제본을 클라우드로 내보낼 수 있으며, 아카이브로부터 BMR(Bare Metal
Restore)를 클라우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에는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AWS), Rackspace를 포함한 모든 OpenStack 기반 제공 업체, Google Cloud 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전용 플랫폼으로는 AWS GovCloud(US)와 Azure Government 등이 있습니다.

•

지능형 중복제거.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하고 나중에 이를 참조하여(리포지토리 또는 암호화 도메인당 한 번)
저장소 요구 사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스턴트 복구. Live Recovery(라이브 복구)를 사용하면 먼저 중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동시에, 병렬로
남은 복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수준 복구. 원격 위치 또는 클라우드로부터 파일 수준의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수준 검색. 조건을 지정해서 하나 이상의 파일에 대한 복구 지점의 범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
과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Core Console에서 로컬 Core 컴퓨터로 직접 복구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지원. Rapid Recovery는 일회성 가상 내보내기를 지원하므로 복구 지점으로부터 부팅 가능한 VM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대기 역시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매번 백업할 때마다 생성된 VM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Microsoft Hyper-V 클러스터 공유 볼륨에 가상 내보내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Rapid Snap for Virtual 지원 더욱 향상된 가상화 지원에는 vCenter/ESXi VM과 and for Hyper-V VM에 대
한 에이전트 없는 보호가 포함됩니다. Rapid Snap for Virtual에서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도 VMware ESXi 5.5 이상 버전에 보호 및 자동 검색 기능이 지원됩니다. 호스트 기반 보호에서는 Microsoft
Hyper-V에만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 없이 게스트 VM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
다.

•

응용 프로그램 지원. Rapid Recovery Agent는 구축 시 Microsoft Exchange, SQL Server, Oracle에 대한 응
용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Core에서 보호할 때, 백업 스냅숏은 자동
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인식하게 됩니다. 열려 있는 트랜잭션 및 롤링 트랜잭션 로그는 완료되고 캐시가 디스
크로 업데이트된 다음 스냅숏이 생성됩니다. SQL 연결성(SQL 서버용) 및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DBVERIFY
검사(Oracle용)와 같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 기능이 지원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인식 기능은 SQL Server
및 Exchange Server에 대한 에이전트 없는 보호로 확장됩니다.

Rapid Recover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Rapid Recovery 제품 지원 웹 사이트(https://support.quest.com/ko-kr/rapid-recovery/)

•

설명서 웹 사이트(https://support.quest.com/rapid-recovery/technical-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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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nsole
이 장에서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다양한 요소를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액세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 로컬로 로그온하고 Core Console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2.

또는 다음 URL 중 하나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합니다.

▪

https://<yourCoreServerName>:8006/apprecovery/admin/ 또는

▪

https://<yourCoreServerIPaddress>:8006/apprecovery/admin/
NOTE: Rapid Recovery Core Console UI는 JavaScript에 종속적이므로, Core Console에 액세스
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는 JavaScript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NOTE: Rapid Recovery 서비스의 기본 포트를 변경한 경우 위 URL의 포트를 그에 따라 업데이트
하십시오.

빠른 시작 안내서 이해
빠른 시작 안내서는 Rapid Recovery Core의 구성 및 사용을 위해 권장되는 작업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Rapid Recovery Core를 처음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하고 Core Console로 이동하면 빠른 시작 안내서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제안된 여러 구성 작업을 보려면 이 안내서의 시작 페이지에서 시작 안내서를 클릭하십시오. 단계 건
너뛰기 및 뒤로 옵션을 사용하여 안내서를 탐색하십시오. 제안된 마지막 작업을 본 후에는 마침을 클릭하여 안내서
를 닫으십시오.
Core Console의 도움말 메뉴에서 빠른 시작 안내서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의 시작
페이지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를 숨기지 않을 경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로그인하고 홈 페이지에 액세스할 때마다
빠른 시작 안내서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작 안내서 숨기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안내서에서 제안한 단계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된 작업을 확인한 후 단계 건너뛰기 및 뒤로 옵션을 사용
하여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숨기려면 안내서 종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에서 제안된 구성 작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안내서의 단계에 표시된 메시지를 따르십시
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절한 마법사 또는 관련 영역이 표시됩니다. 안내서에서 제안된 각 작업을 완료하기 위
한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이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NOTE: 빠른 시작 안내서에서 제안된 모든 구성 작업이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구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작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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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빠른 시작 안내서 구성 작업
기능

간략한 설명

작업 선택의 결과, 절차에 대한 연결

보호

단일 컴퓨터 보호, 서버 클러
스터 보호 또는 대량 보호를
사용하여 여러 컴퓨터 보호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호를 클릭하거나 컴퓨터 보호를 선택하
여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엽니다.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완료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드롭다운 메뉴에서 클러스터 보호를 선택하여 클러스터에 연
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클러스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드롭다운 메뉴에서 대량 보호를 선택하여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엽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완료하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은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를 클릭하여 복제 페이지를 엽니다. 복제 마법사를 사용
하여 대상 Core를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제 마
법사를 사용하여 자체 관리된 Core에서 복제를 설정하는 방
법에 대한 내용은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을(를) 참
조하십시오. 복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복제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

기본(원본) Core에서 보조(대
상) Core로 복제 설정

가상 내보내
기

보호된 컴퓨터에서 가상 컴퓨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보호된 컴퓨터에서 가상 컴퓨터로 데이
터로 한 번 내보내기 수행 또 터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VM으로 한 번 내보내기를 수행하
는 연속 내보내기 설정
거나 연속 내보내기를 위한 가상 대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내보내기에 대한 내용은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가
상 컴퓨터로 내보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및 구성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자세히를 클릭하여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
추가 구성 설정 허용
능을 봅니다. 아카이브, 탑재, 부팅 CD, 리포지토리, 암호화
키, 클라우드 계정, 파일 검색, 보존 정책, 알림, 보고서, 로그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암호화 구성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암호화 키를 추가하거나 가져와서 보호된 데이터의 보안을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관리하려면 암호화 키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
추가 또는 가져오기
퓨터에 암호화 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암호화 항
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림 구성

이벤트에 대한 알림, 경고 및
경보 설정

이벤트, 경고 및 경고에 대한 알림 그룹을 지정하려면 이벤
트를 클릭합니다. 이를 이메일로 보내려면 SMTP 서버 설정
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벤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 및 이메일 서버 구성 항목을 포함하여
이벤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보존 관리

Core의 기본 보존 정책 보기
또는 변경

보존 정책을 클릭하여 Core의 보존 정책 페이지를 엽니다. 여
기서 복구 지점을 롤업하기 전에 보관할 기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보존 정책에 대한 개념 정보는 에이징 데이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정보는 보존 정책 관리을(를) 참조하십시
오.

복원

Core의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 복원을 클릭하여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엽니다. 데이터를 복
복원
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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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안내서 숨기기
빠른 시작 안내서는 처음 Rapid Recovery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할 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도움말 드롭다운 메뉴에서 빠른 시작 안내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Core Console의 Home(홈)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빠른 시작 안내서를 숨기십시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빠른 시작 안내서의 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
다.

•

•

빠른 시작 안내서의 시작 페이지를 숨기려면 다시 표시 안 함을 선택합니다.
NOTE: 이 옵션은 다음에 빠른 시작 안내서를 열 때부터 Rapid Recovery Core를 업그레이드할 때
까지 항상 시작 페이지를 숨깁니다.
NOTE: 이 페이지를 숨기고 나중에 고급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마법사에서 뒤로를 선택하여 숨겨진
시작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이 세션 동안 빠른 시작 안내서를 숨기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가 닫힙니다. 다음에 Core Console에서 홈 페이지에 액세스할 때 빠른 시작 안내서가
다시 나타납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는 도움말 메뉴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의 한 페이지에서 안내서 종료를 클릭합니다.

•

빠른 시작 안내서가 닫힙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도 도움말 메뉴에서 빠른 시작 안내서를 열 수 있습니
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
Core Console에 로그인할 때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옵션과
홈 보여줍니다. 기본 보기홈
홈
함께 Rapid Recovery Core을(를)
영역에서 기본 내용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일련의 실시간
보고서를 표시하는 새로운 Core 대시보드입니다. 기본 대시보드 보고서는 컴퓨터 전송당 최근 전송 작업 상태, 보
호, 복제 및 복구 시점 전용 컴퓨터의 연결 상태, 리포지토리 개요를 포함합니다. 또는 클래식 요약 표 보기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 페이지의 제목은 Rapid Recovery Core의 표시 이름을 보여주며, 보호된 컴퓨터, 리
포지토리 및 최근 경고를 보여주는 요약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홈 페이지 이해(요약 표 보기)와
Core 대시보드 보고서 이해하기에서 확인하십시오.
홈 페이지(및 Core Console의 모든 페이지)의 왼쪽 탐색 영역은 Core에서 보호되고 있는 항목을 보여줍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에서 다른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왼쪽 탐색 영역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해당 아이콘 클릭 아이콘 표시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에는
복제,

•
•

가상 대기,

아이콘 표시줄의

이벤트,

설정,

자세히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메뉴를 확장한 다음 대상 선택

단추 표시줄에서 단추 또는 메뉴 옵션 클릭 단추에는
다.

보호,

복구,

아카이브,

복제 등이 있습니

왼쪽 탐색 영역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Core Console의 초점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된 컴퓨터의 이름을 클릭하면 Core Console은 해당 Core가 아닌 컴퓨터에 대한 정보만 표시합니
다. 이 예에서 보호되는 컴퓨터의 표시 이름이 페이지의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하위 메뉴가 오른쪽에 나타나 보호
된 컴퓨터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뉴 옵션에는 요약, 복구 지점, 이벤트, 설정, 보고서, 자세히가 있습
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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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거나 복제된 여러 컴퓨터의 대시보드 보고서 또는 요약 보기를 포함하여 Core에 대한 정보 보기로 돌아가려
면 UI의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페이지에서 페이지 맨 위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링크를
홈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대시보드 보기와홈
요약 페이지 보기 사이를 전환할
Core Console의 맨 위에 있는 제목을 사용하여 Core에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정보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

페이지 제목으로 Core의 표시 이름 또는 IP 주소가 보인다면 Core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

제목이 "Dashboard(대시보드)"라면 Core 대시보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보호된 컴퓨터의 표시 이름 또는 IP 주소, 또는 페이지 맨 위에서 요약 창이 보인다면 Core에서 보호하는 또
는 복제한 단일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컴퓨터)"라는 제목이 보인다면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하는 모든 컴퓨
터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

"Machines replicated from...(컴퓨터 복제 원본...)"이라는 제목이 보인다면 Rapid Recovery Core에서 복제된
모든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

"Recovery Points Only(복구 지점 전용)"라는 페이지 제목이 보인다면 이 Core에 있는 모든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각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컴퓨터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 메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된 컴퓨터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신 및 발신 복제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만 메뉴 보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왼쪽 탐색 영역 이해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이 탐색 영역의 내용은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된 개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왼쪽 탐색 영역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이콘 표시줄. Core Console의 기본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필터. 텍스트 필터는 아래 나타나는 다양한 메뉴로 표시되는 항목을 필터링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입
니다. 텍스트 필터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아래 나타나는 각 메뉴가 확장 및 축소됩니다.

이러한 요소에 이어 왼쪽 탐색 영역은 일반적으로 Core에서 보호되는 개체를 탐색, 필터링 및 보는 데 도움이 되는
메뉴를 표시합니다. 보호되는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메뉴는 상황에 맞는 도움말입니다. 즉, 각 메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Core Console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보호하는 경우 보호된 컴퓨터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e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기에서 왼쪽의 탐색 영역에 나타나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See also: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
See also: 호스트의 요약 정보 보기
See also: 복제
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 이해

Rapid Recovery Core Console 홈 페이지 보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로그인하거나 아이콘 표시줄에서
아이콘을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나
홈 제공합니다. 기본 보기는 요약
홈테이블입니
타납니다. 홈 페이지는 새 대시보드 보기와 익숙한 요약 테이블 보기를
다.
목차
Rapid Recovery Core Console 홈 페이지 보기

18

홈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전환 아이콘 을 클릭해 홈 페이지에서 보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와 Core Console의 다른 모든 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탐색 영역을 사용하면 원하는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

왼쪽 탐색 영역 이해

•

Core 대시보드 보고서 이해하기

•

홈 페이지 이해(요약 표 보기)

•

Core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기

홈 페이지 이해(요약 표 보기)
홈 페이지는 Core에만 해당됩니다. 대시보드 보기에서는 실시간 그래픽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요약 표 보기로 전환
하면 홈 페이지는 Core에서 보호하거나 복제하는 모든 컴퓨터, Core에 연결된 저장소, 이 Core의 컴퓨터에 대한 경
고를 표시합니다.
페이지에 있는 각 창의 보기는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 축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홈
보호된 컴퓨터의 보기가 축소되고 창의 이름만 표시됩니다. 보기를 확장하여 보호된 컴퓨터를 모두 다시 보려면
(보기 확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요약 표 보기일 때 홈 페이지의 다양한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2. 홈 페이지 옵션
UI 요소

설명

보호된 컴퓨터

보호된 컴퓨터 창에는 이 Core에서 보호하는 컴퓨터가 나열됩니다. 이 창은 보호하기 위해
Core에 컴퓨터가 추가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나타납니다.
이 섹션에는 보호된 각 컴퓨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컴퓨터 유형. 아이콘은 컴퓨터가 물리적 컴퓨터, 가상 컴퓨터 또는 보호된 클러스터
인지를 표시합니다.

•

상태. Status(상태) 열의 색이 있는 원은 보호된 컴퓨터가 액세스 가능한지, 일시 중
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인지 및 연결할 수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

표시 이름. 보호된 컴퓨터의 표시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

리포지토리 이름. 해당 컴퓨터에 대한 복구 지점을 저장하는 리포지토리의 이름.

•

마지막 스냅숏. Rapid Recovery에서 해당 컴퓨터에 대한 가장 최근의 복구 지점 스
냅숏을 생성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

복구 지점. 보호된 각 컴퓨터의 리포지토리 및 공간 사용량에 저장된 복구 지점의 수
입니다.

•

버전. 컴퓨터에 설치된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이 창에 표시된 특정 컴퓨터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창에는 이 Core가 다른 Core에서 복제한 컴퓨터가 나열됩니다. Core가 다
른 Core에서 컴퓨터를 복제하지 않으면 이 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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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이 섹션에는 복제된 각 컴퓨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컴퓨터 유형. 아이콘은 컴퓨터가 물리적 컴퓨터, 가상 컴퓨터 또는 보호된 클러스터
인지를 표시합니다.

•

상태. Status(상태) 열의 색이 있는 원은 복제된 컴퓨터가 액세스 가능한지, 일시 중
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인지 및 연결할 수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

표시 이름. 복제된 컴퓨터의 표시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

복제 이름. 이 대상 Core에서 복제하는 컴퓨터의 원본 소스 Core 표시 이름입니다.
복제를 설정할 때 이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리포지토리 이름. 해당 컴퓨터에 대한 복구 지점을 저장하는 리포지토리의 이름.

•

마지막 복제된 스냅숏. Rapid Recovery에서 원래의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가장 최
근의 복제를 생성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

복구 지점. 복제된 각 컴퓨터의 리포지토리 및 공간 사용량에 저장된 복구 지점의 수
입니다.

•

버전.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의 버전입니다.

이 창에 표시된 특정 컴퓨터 이름을 클릭하면 복제한 컴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

복구 지점이 보관된 경우 Recovery Points Only Machines(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 창에는
보호 또는 복제에서 제거된 모든 컴퓨터가 나열됩니다. 이러한 컴퓨터는 파일 수준 복구에
사용할 수 있지만 Bare Metal Restore, 전체 볼륨 복구, 스냅숏 데이터 추가에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이 정의에 맞는 컴퓨터가 없으면 이 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섹션에는 각 복구 지점만 컴퓨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컴퓨터 유형. 아이콘은 컴퓨터가 물리적 컴퓨터, 가상 컴퓨터 또는 보호된 클러스터
인지를 표시합니다.

•

상태. Status(상태) 열의 색이 있는 원은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가 액세스 가능한지,
일시 중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인지 및 연결할 수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

표시 이름. 복구 지점이 보관된 컴퓨터의 표시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

리포지토리 이름. 해당 컴퓨터에 대한 남은 복구 지점을 저장하는 리포지토리의 이
름입니다.

•

복구 지점. 각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의 리포지토리 및 공간 사용량에 저장된 복구
지점의 수입니다.

이 창에 표시된 특정 컴퓨터 이름을 클릭하면 이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
지가 나타납니다.
DVM 리포지토
리

이 창은 DVM(중복 제거 볼륨 관리자) 리포지토리가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DL1000에 대해 나타납니다. Core에 DVM 리포지토리가 하나 이상 없으면 이 창은 나타나
지 않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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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여기에는 각 DVM 리포지토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

유형. 아이콘은 리포지토리를 보여줍니다.

•

상태. 상태 열의 색이 있는 원은 리포지토리가 탑재되어 복구 지점 전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 또는 연결할 수 없거나 오류 상태인지를 나타냅니다.

•

리포지토리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

•

공간 사용량. 리포지토리에서 사용된 총 공간의 양과 저장소 볼륨 또는 범위의 크기
입니다.

•

보호된 데이터. 리포지토리에서 사용된 공간의 양입니다.

•

컴퓨터. 리포지토리에서 복구 지점을 저장하는 컴퓨터의 수입니다.

•

복구 지점.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복구 지점의 수입니다.

•

압축률 리포지토리에서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호된 데이터를 압축하는 비율.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이 섹션에는 Core 및 Core가 보호하는 모든 컴퓨터에 대한 중요 경고가 나열됩니다. 이 섹
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아이콘. 아이콘 열은 경고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정보 메시지, 오류가 포함됩니다.

•

날짜. Rapid Recovery에서 경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

메시지. 경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Core 이벤트 페이지에도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
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대시보드 보고서 이해하기
Core 대시보드에는 사용자의 Core, 사용자가 보호하는 시스템 및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스냅숏과 관련된 일련의 실
시간 데이터 그래픽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

Core 시스템 보고서
◦

문제 모니터. 이 보고서에는 시스템에서 조기에 문제를 감지하는 작업 활동, 라이센스 포털과의 연결,
전송 활동이 표시됩니다. 시계 위젯을 클릭하면 추적된 모든 활동을 지우고 새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리포지토리. 이 보고서에는 Core와 연결된 리포지토리가 표시됩니다. 리포지토리 개수, 각 리포지토리
에서 보호되는 시스템 수, 복구 지점 수, 압축 또는 중복 제거 백분율이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1분마
다 새로 고쳐집니다.

시스템 보고서
◦

•

시스템 연결. 이 보고서에는 Core에서 보호되고 복제되는 시스템의 연결 상태가 표시됩니다.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연결도 표시됩니다.

스냅숏 보고서
◦

전송 작업. 이 보고서에는 최근 24시간에 완료된 모든 스냅숏 데이터 전송이 표시됩니다(기본 이미지와
증분 스냅숏 포함). 스냅숏에는 기본 이미지와 증분 스냅숏이 포함됩니다. 이 대시보드 보고서는 원그
래프로 표시됩니다.

◦

시스템별 전송 작업. 이 작업에는 보호된 시스템별로 최근 24시간의 전송 작업 중 성공 및 실패 횟수가
표시됩니다. 이 대시보드 보고서는 선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창의 상단에서
(확장) 위젯을 클릭하여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범주로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보고서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보고서 범주 및 보고서에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확인란이 선택되면 보고서 또는 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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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대시보드에 나타납니다. 이 옵션을 취소하면 보고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서 보고서
의 표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축소)를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위 또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뷰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도 있습니다. 시스템 연결 및 리포지토리 대시보드 보고서에서는 다른 보호된 시스템 또는 다른 리포지토리를 각각
추가할 수 있는 더하기 기호가 화살표 옆에 표시됩니다.
보고서 중 하나를 끌어서 놓기 방식으로 대시보드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고서를 사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 메뉴 보기
Rapid Recover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호된 시스템 메뉴는 왼쪽 탐색 영역에 나타납니다. 탐색 영역의 모든 메
뉴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이 메뉴의 레이블은 모두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뉴는 완전히 확장되며,
이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시스템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보호하는 서버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이 목록에 해당 서
버 클러스터가 포함됩니다.
이 메뉴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Core 내 보호된 시스템 및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보기를 확장하거나 축
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 메뉴의 오른쪽에는 모든 보호된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나열하는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
됩니다. 메뉴를 보려면 보호된 시스템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보호된 시스템 메뉴 아래 나열된 각 시스템에는 해당 시스템만을 위한 기능을 제어하는 드롭다운 메뉴도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 서버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경우 서버 클러스터는 왼쪽 탐색 메뉴에도 나타납니다. 클러스터
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클러스터의 보호된 노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 메뉴 왼쪽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보호된 시스템 및 서버 클러스터 목록이 축소되고 시스템이 나열되
지 않습니다. 이 화살표를 다시 클릭하면 시스템 목록이 다시 확장됩니다.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시스템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Summary(요약) 페이지
가 열립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을(를) 참
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호된 시스템 메뉴를 직접 클릭하면 이 Core에서 보호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단일 창과 함께 보호된 시
스템 페이지가 기본 내용 영역에 나타납니다.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의 보호된 시스템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아이콘 표시줄의 홈 아이콘을 클릭하면 Core 측면의 보기로 돌아갈 수 있
습니다.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이름을 클릭하면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는 최소한 요약 창과 볼
륨 창을 포함합니다. 컴퓨터가 복제에 추가된 경우 복제 창도 나타납니다.
하나 이상의 보호된 Exchange Server가 있는 경우 보호된 Exchange Server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Exchange
Server 정보 창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보호된 SQL Server가 있는 경우 보호된 SQL Server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SQL Server 정보 창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보호된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아래에 최소한 요약 창과 볼륨 창이
나타납니다. 컴퓨터가 복제에 추가된 경우 복제 창도 나타납니다.
요약 페이지 및 기타 모든 보기에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면 페이지 상단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는 보호된 컴퓨터 이름 바로 아래에 나타납니다.
See also: 요약 창 보기
See also: 보호된 시스템에서 볼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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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복제 정보 보기
See also: Exchange Server 정보 창 보기
See also: SQL Server 정보 창 보기
c_Viewing_summary_information_for_a_host.xml

요약 창 보기
요약 창은 호스트 이름, 마지막 스냅숏의 날짜 및 시간, 다음 순서로 예약된 스냅숏의 날짜 및 시간, 암호화 키 정보
및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를 포함하여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정보를 포함합니다. 시
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 정보 페이지 링크도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에서 볼륨 보기
보호된 시스템인 경우 볼륨 창의 요약 페이지에서 나열된 볼륨에 대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볼륨에 대한 보호 일정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 일정은 처음 시스템을 보호할 때 설정됩니다.
보호 일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
시오.

•

기본 이미지 또는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냅숏은 보호 일정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언
제든지 기본 이미지 또는 선택한 볼륨에 대한 증분 스냅숏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작
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 정보 보기
복제 창에는 복제 이름, 복제 상태 및 사용 가능한 공간을 볼 수 있는 복제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change Server 정보 창 보기
Exchange Server 정보 창은 보호된 시스템이 Exchange Server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 창에는 보호된 Exchange Server에 대한 요약 정보를 포함하여 Microsoft Exchange 설치 버전, Exchange가 설
치되어 있는 경로 및 Exchange 사서함 데이터에 대해 정의된 경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일 저장소 그리드는 EDB(Exchange Database) 이름, EDB 파일 경로,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 로그 접두사,
시스템 경로, DAG(Database Availability Group) 및 메일 저장소 유형을 표시합니다.

SQL Server 정보 창 보기
SQL Server 정보 창은 보호된 시스템이 SQL Server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 창에는 보호된 SQL Server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장하여 데이터베이
스에서 각 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표 이름 및 데이터베이스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요약 정보 보기
Core Console에서 하이퍼바이저나 클러스터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을 클릭하면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
이지는 최소한 기능 작업 표시줄, 요약 창, 볼륨 창을 포함합니다. 작업 표시줄은 호스트의 모든 페이지 상단에 표시
됩니다. 요약 창에는 호스트 이름,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프로세서 창에는 각 프로세서의 아
키텍처, Core 수, 스레드 수, 클럭 속도, 설명을 나열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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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호스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른 창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SMB 서버. Hyper-V 호스트가 하나 이상의 SMB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섹션에는 각 SMB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 나열됩니다.

•

노드. 클러스터 호스트의 요약 페이지에는 각 노드의 호스트 이름과 Rapid Recovery 버전 번호를 나열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

볼륨: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할 때 Hyper-V 호스트의 요약 페이지에 이 섹션이 포함되어 보호된 각 볼륨의
이름, 파일 시스템, 공간 사용량, 현재 일정 및 다음 스냅숏을 나열합니다.

•

공유 디스크. Agent 없는 보호 기능을 사용하는 Hyper-V 호스트에 한 개 이상의 공유 VHDX가 있는 경우 이
섹션에는 각 가상 하드 디스크의 이름과 경로가 나열됩니다.

CSV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는 Rapid Recovery ### ## ## ###의 "CSV(Cluster Shared Volume)에 대한 지원"을 참
조하십시오. 기타 관련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

•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

시스템의 복구 지점 보기
복구 지점 페이지에는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수집된 복구 지점 뿐만 아니라 관련 시스템 및 리포지토리 데이터 목
록도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특정 복구 지점을 마운트, 복원 및 내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구 지점 요약 및 복구 지점의 두 개의 창으로 나뉩니다. 요약 탭에는 실행 가능한 링크가 포함되지 않
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 3. 복구 지점 요약 창 데이터
UI 요소

설명

복구 지점 총 개
수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 수집된 복구 지점의 수.

보호된 총 데이
터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보호된 시스템 데이터의 양.

리포지토리

Rapid Recovery에서 보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을 저장하는 리포지토리 이름.

리포지토리 상
태

진행률 표시줄에는 리포지토리에서 사용되는 총 공간의 백분율이 표시됩니다. 사용된 데
이터의 양과 리포지토리의 총 크기가 진행률 표시줄 아래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 보기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서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단추
를 사용하면 세 가지 활동 카테고리 중 하나에서 작업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Rapid Recovery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

경고. 오류 및 경고가 포함된 작업 또는 이벤트와 관련된 알림입니다.

•

저널. 모든 보호된 시스템 작업과 경고의 복합체입니다.

다음 표에는 이벤트 페이지의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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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벤트 페이지 요소
UI 요소

설명

검색 키워드

각 범주 내 특정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검색을 시작할 날짜를 입력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검색을 중지할 날짜를 입력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아이콘

각 아이콘은 서로 다른 작업 상태를 나타냅니다. 경고 및 작업의 경우 아이콘 중 하나를 클
릭하여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목록을 필터링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필터가 제거됩니다. 두 개 이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필터
링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성.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

대기열에 있음. 시작하기 위해 다른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업.

•

대기 중. 시드 드라이브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 또는 완료를 대기하는 작업입니다.
(시드 드라이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

완료. 성공적으로 완료된 작업입니다.

•

실패. 실패하여 완료되지 못한 작업.

서비스 아이콘

이 단추는 서비스 작업을 작업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작은 서비스
아이콘이 각 상태 아이콘에 나타나며, 이 아이콘을 사용하여 해당 상태(있는 경우)에 있는
서비스 작업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작업의 예로는 인덱스 파일 삭제
또는 복제에서 시스템 제거 등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유형
드롭다운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는 이벤트 보고서를 내보낼 수 있는 형식이 포함됩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이 포함됩니다.

(내보내기 아
이콘)
페이지 선택

•

PDF

•

HTML

•

CSV

•

XLS

•

XLSX

이벤트 보고서를 사용자가 선택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고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하
단의 숫자와 화살표를 사용하면 보고서의 페이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모든 이벤트가 표 형태로 표시됩니다. 다음 표는 각 항목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나열합니다.
표 5. 이벤트 요약 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
UI 요소

설명

상태

작업, 경고, 또는 저널 항목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경고 또는 저널 항목에 대해 사용 가능
하며 상태별로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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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이름

이름은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는 이 보호된 이 시스템에 대해 완료
한 작업 유형을 나열합니다. 볼륨 전송, 리포지토리 유지 관리, 롤업, 탑재 가능 검사 수행,
체크섬 검사 수행 등의 예가 있습니다.

시작 시간

작업, 경고 및 저널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 시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종료 시간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시 날짜 및 시간을 나타냅니다.

작업 세부
정보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 모니터 대화 상자를 열면 특정 작업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작업 ID, Core의 데이터 전송 속도(관련된
경우), 작업 완료 경과 시간, 총 작업량(기가바이트) 및 해당 작업과 연관된 하위 작업 등이
있습니다.

메시지

경고 및 저널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는 경고 또는 저널에 대한 설명적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서 보고서 보기
보고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주문형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보고서는 선택된 시스템에서 성공한 작업 및 실패한 작업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실패한 작
업은 오류 보고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

오류 보고서는 지정된 시스템의 실패한 Core 및 취소된 Core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 유
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류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탐색 메뉴에서 복제된 컴퓨터 보기
Core가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서 컴퓨터를 복제하는 경우 소스 Core의 표시 이름이 Core Console의 왼쪽 탐
색에서 접기 가능한 메뉴로 표시됩니다. 탐색 영역의 모든 메뉴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이 복제된 컴퓨터의 메뉴 이
름은 보호된 컴퓨터 메뉴에 모두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복제된 컴퓨터 메뉴는 모두 펼쳐져 있으며, 소
스 Core에 기반하여 대상 Core에 복제된 모든 컴퓨터를 나열합니다.
이 메뉴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해당 소스 Core에서 복제된 컴퓨터 보기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
다.
각 복제된 컴퓨터 메뉴의 오른쪽에는 해당 Core에 기반하여 복제된 모든 컴퓨터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복제된 컴퓨터 메뉴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드롭다운 목록을 봅니다. 다음 기능이 포함됩니다.
•

복제를 일시 중지합니다. 복제가 현재 활성화된 경우 다시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됩니다.

•

복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복제가 일시 중지된 경우 복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

복제 수행. 예약된 시간 대신 요청 시에 복제합니다.

•

복제 제거. 소스 Core와 대상 Core. 사이에 복제 관계를 제거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Core에 저장된 복구 지
점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Core의 발신 복제 제거 또는 대상 Core에서 들어오는 복제
제거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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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메뉴에서 소스 Core 이름을 직접 클릭하면 기본 콘텐츠 영역에 [소스 Core 이름]에서 복제된 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신 및 발신 복제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복제 수행
소스 Core의 발신 복제 제거
대상 Core에서 들어오는 복제 제거

복구 지점만 메뉴 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왼쪽 탐색 영역에 복구 지점만 메뉴가 나타납니다.
•

Rapid Recovery Core에 이전에 보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 몇 개가 보존된 경우

•

복제를 제거했지만 복구 지점을 보존하는 경우

탐색 영역의 모든 메뉴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이 메뉴의 레이블은 모두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이 메뉴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복구 지점만 시스템 보기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오른쪽에는 모든 복구 지점만 시스템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나열하는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됩
니다. 이 경우 Core에서 복구 지점을 제거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이 작업을 수행하면 Rapid Recovery Core에서 모든 복구 지점만 시스템을 완전히 삭제하므로
이 Core에서 해당 복구 지점의 정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 보기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그룹을 정의한 경우에만 왼쪽 탐색 영역에 표시됩니다. 탐색 영
역의 모든 메뉴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이 메뉴의 레이블은 모두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 메뉴 항목의 보기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의 오른쪽에는 해당 그룹의 모든 유사 항목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나열하는 드
롭다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그룹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오류 대화 상자 사용
Rapid RecoveryRapid Recovery Core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오류(예: 잘못된 매개 변수 입력 시도)가 발
생하면 오류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에는 일반적으로 오류의 원인이 표시되고 오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와 닫기 단추가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오류 대화 상자를 닫아야 하지만, 오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류 대화 상자의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오류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원인이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류는 단순한 유효성 검사 또는 데이터 입력 오류이므
로 Rapid Recovery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류에 대한 Knowledge Base 검색 옵션을 클릭
하는 경우 해당 오류에 대해 제공된 URL 링크가 Core AppRecovery.log 파일에 기록됩니다. 로그에서 "KB article
url generated" 텍스트 문자열을 검색하여 브라우저에 표시된 각 오류에 대한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re 오
류 로그를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Core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또는 Core 로그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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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설정
이 절에서는 Rapid Recovery Core 설정을 관리 및 변경하는 방법과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
단추 및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의 조정 가능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를 위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성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Core Console의 표시 정보나 Rapid Recovery Core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콘 표시
줄에서

(설정)을 클릭하여 Core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일련의 주요 기능은 페이지 상단에 단추로 수평 표시됩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에 액세스하려면 해당 단추를 클
릭합니다. 이러한 단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설정 주요 기능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주요 기능 단추는 구성 가능한 Core 설정입니다. 설정에 대한 모든 구성 옵션을 보려면 설정 창의 왼쪽에 있
는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거나 페이지의 오른쪽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전체 Core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Core 설정을(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정보 요약을 보거나 Core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Core 도구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Core 수준 도구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설정 주요 기능
일련의 주요 기능은
단추를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의 상단에 단추로 수평 표시됩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에 액세스하려면 해당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단추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6. Core 설정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단추

설명

백업 설정

Core 구성 설정을 사용자가 명명한 XML 파일로 백업합니다. Core 서버에 대한 로컬 경로
를 지정하십시오.

복원 설정

Core 설정의 백업 XML 파일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Core 설정을 복원할 파일의
이름과 로컬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Core 설정을 복원하거나 다
른 Core에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리포지토리를 복원할 수 있습
니다.

Core 서비스 다
시 시작

이 옵션은 Core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Core 서비스 종
료

이 옵션은 Core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Core 설정을 백업하고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설정 백업 및 복원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서비스 종료 및 다시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서비스 다시 시작 또는 종료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Core 설정 주요 기능

28

Core 설정 백업 및 복원
Core 설정 정보를 파일에 백업했다가 나중에 Core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시스템에 설정을 마이그레이션하
려는 경우 이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되는 정보에는 리포지토리 메타데이터(예: 리포지토리 이름, 데이터
경로, 메타데이터 경로),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 복제 관계(대상 및 소스), 가상 대기로 구성되는 시스템 및 암
호화 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구성 설정만 복원하고 데이터는 복원하지 않습니다. 인증 자격 증명과 같은 보안 정보는 구성 파일
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Core 구성 파일에 저장할 때 보안 위험은 없습니다.
NOTE: 먼저 Core 설정 정보를 백업해야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Core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Core 설정을 백업하고 복원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Settings(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설정 창 상단의 설정 범주 위에 설정 백업 및 설정 복원, 두 개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3.

Core 설정을 백업하려면 4단계로 이동합니다. Core 설정을 복원하려면 6단계로 이동합니다.

4.

현재 설정을 XML 파일로 백업하려면 설정 페이지 상단에서 설정 백업을 클릭합니다.
Core 구성 백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로컬 경로 텍스트 상자에 Core 설정을 XML 파일로 저장할 Core 시스템에 로컬로 액세스 가능한 디렉터리 경
로를 입력한 다음 백업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C:\Users\Your_User_Name\Documents\RRCoreSettings를 입력한 다음에 백업을 클릭합
니다.
AppRecoveryCoreConfigurationBackup.xml이라는 파일이 지정한 로컬 대상에 저장됩니다.

6.

이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저장된 백업 XML 파일에서 Core 설정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NOTE: Core 구성 설정을 복원하면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a.

설정 페이지 상단에서 설정 복원을 클릭합니다.

Core 구성 복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로컬 경로 텍스트 상자에 Core 구성 설정을 저장한 위치의 로컬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Users\Your_User_Name\Documents\RRCoreSettings를 입력합니다.
c.

리포지토리 정보를 복원하지 않으려면 g단계로 이동합니다.

d.

(선택 사항) 백업 파일에 구성된 대로 리포지토리 정보를 복원하려면 리포지토리 복원을 선택한 다
음 복원을 클릭합니다.

리포지토리 복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백업된 구성 데이터에서 리포지토리 정보를 복원하는 경우 Core 설정이 저장될 때 구성된 모든 리포지
토리가 확인을 위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리포지토리가 선택됩니다.
e.

복원할 리포지토리 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 목록에 여러 리포지토리가 표시되지만 일부 리포지토
리의 정보만 복원하려면 원하지 않는 리포지토리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f.

복원할 리포지토리를 모두 선택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리포지토리 복원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g.

리포지토리 복원 대화 상자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리포지토리 복원 대화 상자가 닫히고 복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리포지토리 서비스 구성이 변경되
었다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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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구성 설정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의 작업이 필요한지 확인하려
면 오류의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
기을(를) 참조하십시오. 계속하려면 닫기를 클릭하여 오류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i.

구성을 복원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모든 암호화 키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 키 잠금 해제을(를)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대상에 VM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가상 대기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상 대기 설정에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지정해야 성공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 내보내기을
(를) 참조하십시오.

▪

클라우드 계정에 아카이브하도록 예약된 아카이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격 증명을 지정해야
Core를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ore를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에서 확인하십시오.

▪

복제가 설정되고 대상 Core에 복원하려면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 설정(특히, 호스트)을 확인합
니다. Core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을(를) 참조
하십시오. 타사에서 관리하는 Core로 복제할 경우 타사 대상 Core로 복제을(를) 참조하십시오.

▪

SQL 연결 기능 검사가 구성되어 있고 검사를 수행하는 SQL Server 인스턴스가 Core 시스템에 있
는 경우, 연결 기능 설정에 SQL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Replay 엔진 구성이 복원되었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없는 경우 설정을 업데이트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Replay 엔진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서비스 다시 시작 또는 종료
Rapid Recovery Core이(가) 실행 중인 시스템은 항상 종료하거나 재부팅해야 합니다. 릴리스 6.2에서 Rapid
Recovery Core은(는) Core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Core UI는 이제 한 번 클릭으로 Core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UI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Core 서버의 예정된 유지 관리(재부팅 또는 다시 시작 포함)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종료를 마치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Core 설정 페이지 상단에서 액세스합니다.
NOTE: 정상 종료를 지원하는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은 이후 작업을 예약하지 못하도록 Core를 일시 중지하는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를 사용하여 Core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설정 창 상단의 설정 범주 위에 Core 서비스 다시 시작 또는 Core 서비스 종료 옵
션이 표시됩니다.
3.

Core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설정 창 상단에서

Core 서비스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작업 진행 상황 표시를 비롯하여 다시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각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4.

필요한 경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다시 시작을 수행(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명시적으로 중지된 비정상 프로세스)하려면 다시 시작 수
행을 클릭합니다.

b.

Core 서비스 다시 시작을 취소하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5.

Core 서비스를 즉시 다시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설정 창 상단에서

6.

필요한 경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ore 서비스 종료를 클릭합니다.

a.

종료를 수행(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명시적으로 중지된 비정상 프로세스)하려면 종료 수행을 클릭
합니다.

b.

Core 서비스 다시 시작을 취소하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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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Core 설정
설정 창의 왼쪽에는 각 Core 설정을 나열하는 탐색 열이 있습니다. 각 Core 설정에 대한 모든 구성 옵션을 보려면
이 목록에서 링크를 누르거나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하면 설정이 수정 가능한 컨트롤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컨트롤이 드롭다운 메뉴인 경우,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옵션 목록을 펼친 다음 메뉴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이 텍스트 필드인 경우에는 값을 입력합니다.

•

옵션이 예 또는 아니요를 표시하는 경우, 값을 클릭하면 체크 박스로 대체됩니다. "예"로 설정하려면 체크 박
스를 선택합니다. "아니요" 값으로 선택하려면 체크 박스를 선택 해제합니다.

•

옵션이 시간 값(예: 시간, 분, 초 표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를 클릭하여 새 값을 입력하거나 위/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새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편
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구성할 수 있는Rapid Recovery Core 설정은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설정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는 관련
항목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표 7. Rapid Recovery Core 구성 가능 설정
구성 설정

설명

일반

일반적인 설정에는Rapid Recovery Core 서비스 및 웹 서버에 대한 포트 및 표시 옵션을
포함하여Rapid Recovery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성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포함하여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일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일반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

업데이트 설정에 따라Rapid Recovery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
동 업데이트 기능이 관리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포함하여Rapid Recovery Core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설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설정 구성을(를) 확인하십시오.

야간 작업

야간 작업 설정은 Core에서 매일 수행하는 자동화된 작업입니다. 작업 시작 시간과 수행될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시스템에 대한 로드를 줄이려
면 일반 업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작업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간 작업 이해,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 및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
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전송 대기열

전송 대기열 설정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어 작업에 실패하는 경우 전송 작업이 시도되는
횟수를 제어합니다. 최대 동시 전송 수와 최대 데이터 전송 재시도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전송 대기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송 대기열 설정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제
한 시간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은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특정 연결 요청 또는 읽기 및 쓰기 작
업을 시도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 조정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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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정

설명

DVM 중복 제거
캐시

중복 제거를 통해 고유한 정보 블록이 리포지토리에 한 번만 저장되고, 반복된 데이터 블
록에 대한 참조가 생성됩니다. 참조는 중복 제거 캐시에 저장됩니다. 암호화 키가 사용되
는 경우 중복 제거는 각 암호화 도메인 내에서 발생합니다.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을 사용하면 캐시 크기를 구성하고 기본 캐시 및 보조 캐시 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캐시의 위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제거 캐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에서 확인하십시
오.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에서 확인
하십시오.

Replay 엔진

Replay 엔진 설정은 Replay 엔진용 통신 채널과 관련된 정보(예: IP 주소 및 제한 시간 설
정)를 제어하여 네트워크 요구에 따라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 대한 엔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play 엔진 설정 구성에서 확인
하십시오.

배포

배포 설정을 사용하면 Core에서 보호할 컴퓨터로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배
포하기 위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포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연결

Rapid Recovery에서는 트랜잭션 정보를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Core 컴퓨터에 로컬로 설치됩니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에 유지되는 기간을 변경하거나, 더 많거나 더 적은 수의 동시 연결이 가능하도록 연결 풀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이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지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로컬 데이터베
이스 설정

Rapid Recovery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Core 작업, 이벤트 및 경고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
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이 트랜잭션 정보를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Rapid Recovery Core와 동일한 컴퓨터에 로컬로 설치됩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사용하는 로컬 Mongo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자격 증명 정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설정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SMTP 서버

Core에서 Core 이벤트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게 하려면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SMTP 이메일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서버 구성을(를) 참조하
십시오.
NOTE: 이벤트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려면 알림 그룹 설정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메
일 경고를 받기 위해 이벤트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
성을(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계정

클라우드 계정 설정을 사용하면 지원되는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구성 설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Rapid Recovery 정보 아카
이브와 같은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클라우드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 서
비스 공급자 계정을Rapid Recovery Core에 연결합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제한 시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연결 설정 구성에서 확인하십시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클라우드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에서 확인하십시오.

Azure 관리 인증 Core Console에 액세스할 수 있는 Azure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관리 인증서를
서
로드하여 Core와 연결해야 합니다. Core Console에서 새 인증서를 로드하거나, 현재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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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된 인증서의 보기를 새로 고치거나, 현재 Core에 연결된 Azure 인증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Core와 함께 Azure 관리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와 관련된
Azure 관리 인증서 사용에서 확인하십시오.

보고서

보고서 설정에는Rapid Recovery Core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서에 대한 용지 크기 및 페이지 방향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연결성

연결 기능 설정을 사용하면 보호된 컴퓨터에서 SQL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할지 또는 Core
에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re에서 SQL를 지정하는
경우 자격 증명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Core에 대한 SQL 연결 기능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복제와 같은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Core 작업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작업 Core 설정을
사용하여 각 작업의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실행할 작업의 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또는 기타 통신 오류로 인해 처
음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도 횟수 설정을 사용하여 작업 시도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re 작업, 사용 가능한 작업, 작업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작업 설정을(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Core Console에서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Core와 연결된 라이센스를 변경하고 일일
스냅숏 수를 제한하고 라이센스 풀 정보를 보거나 라이센스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ore에서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 ###에서 확인하
십시오.
NOTE: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의 릴리스 주기는Rapid Recovery 소프트웨
어와 다릅니다. 최신 제품 설명서는 Quest 기술 문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SNMP 구성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IP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Rapid Recovery Core를 SNMP 에이전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Core에서 경고, 리포지토리 상태, 보호된 컴퓨터와 같은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와 함께 SNM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MP 설정 이해에
서 확인하십시오.

vSphere

vSphere Core 설정은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는 가상 컴퓨터의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vSphere 호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설정에는 VM에 적용되는 연결 설정이 포함됩니
다.
Agent 없이 보호되는 VMware 또는 ESXi의 vSphere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설정 구성에서 확인하십시오.

VMware 프록시

사용자는 Core와 함께 설치된 VMware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VMware 디스크 저장
소와 연결된 서비스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프록시 설정 관리에서 확인하십시오.

Data Protection
Portal

관리하는 Core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Core 서버를 Quest Data Protection Portal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된 서비스 공급자에 유용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수의 Core를 관
리하고, 작업 및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고, 리포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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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볼 수 있고,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단일 웹 기
반 UI에서 점점 많아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포털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vFoglight

vFoglight(Quest Foglight for Virtualization)는 관리자가 VMware, Hyper-V 및 OpenStack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최적화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vFoglight를 사용하여 VM을 관리하고 Rapid Recovery Console에서 이를 보호하는
고객은 이 Core 설정을 사용하여 두 제품에 대한 탐색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vFoglight 설정에 들어간 후에 Core Console에서 VM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 있는 vFoglight
URL을 클릭하여 vFoglight에서 해당 가상 컴퓨터에 대한 해당 페이지를 탐색합니다.
vFoglight Core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Foglight 설정 구성에서 확인하십시오.
vFogligh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Quest 웹 사이트에서 vFoglight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시스템 정보 요약을 보거나 Core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Core 도구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Core 수준 도구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일반 설정 구성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일반 설정에는 Core ID, 표시 이름, 웹 서버 포트, 서비스 포트, 로케일(Core Console
표시 언어) 및 디스플레이 색상 테마 등이 포함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일반을 클릭합니다.

•

General(일반) 제목이 나올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일반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이 텍스트 필드 또는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며, 편집 가능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8. 일반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Core ID

각 Core에는 고유 Core ID가 있습니다. 이 ID는 둘 이상의 Core에 대한 관리 또는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Core를 Data Protection Portal 포털에 통합시키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제 Core ID는 일반 설정에 나열됩니다.
NOTE: 이 필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표시 이름

Core의 새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 및 (활성화된 경
우) Data Protection Portal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 포트

웹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는 8006입니다.
NOTE: Quest은(는) 기본 포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포트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에 대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는 8006입니다.
NOTE: Quest은(는) 기본 포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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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일

로캘 드롭다운 목록에서 표시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간체) 및 스페인어 중에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언어를 변경하는 경우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만
Core Console에 업데이트된 언어가 표시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ore 설정
페이지의 Core 서비스 다시 시작 버튼을 사용하여 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
습니다.

테마

개인 데이터 사
용에 동의하십
시오.

테마 드롭다운 목록에서 Core Console에 적용하려는 색상 테마를 선택합니다. 3개의 테마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짙은 색상. 이 테마는 인터페이스 전체(왼쪽 탐색 메뉴, 상단 단추 모음 및 기본 창)
에서 단색 짙은 회색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텍스트 요소 및 텍스트 단추는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화이트로 나타나고 초점에 있는 경우에는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클릭할 수 있는 링크는 미디엄 블루로 표시됩니다. 가끔 사용하는 단추
는 미디엄 블루 배경에 흰색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

하이브리드. 이 테마에서는 Core Console의 상단에서 왼쪽 탐색 메뉴 및 단추 모음
에 친숙한 짙은 회색 배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영역의 텍스트 요소는 흰색입니다.
기본 창은 흰색 배경에 오프화이트 강조를 사용하며, 텍스트 요소 및 텍스트 단추는
검은색입니다. 클릭할 수 있는 링크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가끔 사용하는
단추는 파란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

밝은 색상. 이 테마는 인터페이스 전체(왼쪽 탐색 메뉴, 상단 단추 모음 및 기본 창)
에서 깨끗한 흰색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Quest 로고 및 일부 디자인 요소는 주황
색입니다. 텍스트 요소는 짙은 회색이고 제목은 검은색입니다. 클릭할 수 있는 링크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미디엄 블루로 표시됩니다. 가끔 사용하는 단추는 미디엄
블루 배경에 흰색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개인 정보 사용 허용 설정을 변경하려면 개인 데이터 사용 동의 드롭다운
목록을 열고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그 결과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라
이센스 파일을 선택 및 등록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을(를)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할 때 개인 정보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uest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면, 자동 업데이트와 Data Protection
Portal(정보 공유 동의 시 기본적으로 활성화됨)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 Quest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하려면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치 중에 선택한 옵션에 관계없이 개인 데이터 사용에 동의하기 설정을 Core 일반 설정에
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이 작업을 진행하면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릴리스 6.2에서 설정을 "예"에서 "아니요"로 변경하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확인한 후에는 Core 업데이트 설정이 자동으로
"Core 업데이트를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않음"으로 조정됩니다.

c.

Data Protection Portal의 "Data Protection Portal에 대한 연결 활성화" 설정이 "아니
요"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설정을 "아니요"에서 "예"로 변경하면 Core가 사용자
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라이센스를 phone-home 모드로 명시적으로 변
경하고 적절한 Core 설정을 업데이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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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one-home이 아닌 키는 (라이센스 포털에서 획득할 수 있는) 표준 phone-home 키
를 명시적으로 업로드하기 전까지 그대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b.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려면 "새 업데이트 확인"을 "하지 않음"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달"로 변경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설치를 알리거나 자동으로 수행
하도록 "업데이트 설치"를 변경하십시오.

c.

Data Protection Portal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Data Protection Portal에 대한 연결 활
성화"를 "예"로 설정하십시오.
NOTE: 이를 먼저 구성하면 phone-home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관리 및 Rapid Recovery가 개
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phone-home이 아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의 제한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on-phone-home 모드용 라이센스를 요청하려면 Phone-home이 아닌(NPH) 라이센스
획득 및 사용을(를) 참조하십시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설정 구성
Rapid Recovery에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를 설치하면 새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Rapid Recovery Core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와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빈도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표준 phone-home 모드를 사용하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onphone home 모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Core는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과(와) 통신할
권한이 없으며 Core를 업데이트하거나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 항목을 알릴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Rapid Recovery 릴리스 번호에는 소수점으로 구분된 4가지 정보(주 릴리스 번호, 부 릴리스 번호, 버
전, 빌드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브랜딩된 Rapid Recovery의 첫 번째 릴리스는 6.0.1.609였습니다. 다음 릴
리스는 6.0.2.142였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릴리스 번호의 모든 숫자를 비교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한 경우 Core 소프트웨어
는 주 릴리스 번호와 부 릴리스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개입 없이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Core 버전 6.0.1.609
에서 6.0.2.142(두 버전 모두 6.0으로 시작)로 자동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동일한 컴퓨터에서 첫 번째 소수점 이
후의 숫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Core는 6.0.2.142에서 6.1.1.XXX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대신 Core
Console 상단의 배너가 Cor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 알림을 통해 릴리스 정보를 검
토하고 최신 Core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Rapid Recovery Core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을
(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정을 언제든지 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CAUTION: 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면 대상 Core 전에 소
스 Core가 업그레이드되고, 이에 따라 복제가 실패하거나 Core 간에 새로운 복제를 설정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복제 사용자의 경우, Quest에서는 관리자가 대상 Core에만 자동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다음 소스
Core를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마지막으로 보호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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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업데이트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9. 업데이트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새 업데이트 확
인

Rapid Recovery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설치하는 빈도를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
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함

•

매일

•

매주

•

매월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시간 임계값이 지난 후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
으면 야간 작업이 완료된 후 업데이트가 설치됩니다.

업데이트 설치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 처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

업데이트 확인 안 함

•

업데이트에 대해 알리지만 자동으로 설치하지 않음

•

자동으로 업데이트 설치

상태

상태에 새 업데이트를 사용 가능한지 표시됩니다.

마지막 확인

마지막 확인 필드에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
다.
지금 확인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
다. 이 확인은 사용자가 설정한 빈도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야간 작업 이해
야간 작업은 일반적인 업무 시간이 아닌 사전 지정된 다른 시간에 매일 실행되는 자동화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메모리 집약적이며 Rapid Recovery Core의 활동량이 적을 때 최상으로 수행되는 여러 무결성 검사 및 데이터 통합
작업을 포함합니다.
다음 표에는 모든 야간 작업 및 야간 작업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은 Core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Core의 모든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됩니다. 특정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야간 작
업은 '보호된 컴퓨터'로 범위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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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야간 작업 정보
작업 이름
변경
야간 작업 시
간

범위

설명

N/A

이 제어에서 야간 작업 대화 상자가 열리며, 각 야간 작업에 대한 설정을 활성
화, 비활성화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 설정은 야간 작업이 실행되도록 예약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Quest은(는)
활동량이 적은 시간대에 야간 작업을 실행하도록 Core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기본 시간은 오전 12:00입니다.

SQL 데이터
베이스의 연
결성 검사

보호된 컴퓨
터

SQL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복구 지점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Exchange 데 보호된 컴퓨
이터베이스의 터
체크섬 검사

EDB 파일이 포함된 복구 지점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Oracle 데이
터베이스의
무결성 검사

DBVERIFY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검사합니
다.

복구 지점의
무결성 검사

Core 또는 보
호된 컴퓨터

NOTE: Core에서 Exchange Server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옵
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Core 또는 보
호된 컴퓨터

•

각 보호 그룹에 대한 최신 복구 지점을 마운트합니다.

•

각 볼륨의 파일과 폴더를 열거합니다.

•

복구 지점을 조사하여 데이터 파일이 유효하고 데이터 블록이 손상되
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각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복구 지점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기본적으로
Check integrity of recovery points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
니다.
프로세스:

Hyper-V
Agent의 분리
된 레지스트
리 키 삭제

•

각 보호 그룹에 대한 최신 복구 지점을 마운트합니다.

•

각 볼륨의 파일과 폴더를 열거합니다.

•

복구 지점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Rapid Recovery 릴리스 6.1.x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는 Hyper-V 호스트
의 경우에 이 야간 작업에서는 각 연결 및 분리 작업에 Windows 레지스트리
에서 만들어진 분리된 키를 삭제합니다. 레지스트리 항목은 해는 없지만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축적되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NOTE: Rapid Recovery릴리스 6.2 현재 Hyper-V Agent 없는 보호에
대한 저장소 메타데이터를 구하는 개선된 접근법에서는 레지스트리
항목 생성을 배제합니다.

보호된 가상
컴퓨터에 대

Core 또는 보
호된 컴퓨터

이 야간 작업은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없이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VMware API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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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름

범위

한 VMware
스냅숏 통합

지연된 삭제

설명
VMware 스냅숏을 주기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 야간 작업을 활성화하면
매일 통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에는 한 개의 매개 변수와 동
시에 가능한 최대 통합 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1~100 사이의 숫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Core

이 설정을 사용하면 Core에서 지정한 야간 작업 수행 시간이 될 때까지 리포
지토리에서 복구 지점을 제거하는 작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한 경
우 다른 야간 작업을 실행한 이후에 Core 처리는 "이전에 삭제하도록 플래그
가 지정된 기록 삭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당 작업은 표시된 복
구 지점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또는 야간 작업 실행 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지
날 때까지 표시된 복구 지점을 리포지토리에서 제거합니다. 야간 작업이 종
료되면 다른 큐 작업이 재개됩니다. 나머지 삭제는 다음 날 야간 작업을 실행
하기 전에 다른 작업과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기본적으로 Deferred Delete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Quest에서는 백업 복구 지점 삭제와 관련하여 전송 성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 한 이 야간 작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Quest에서는 리포지토리에서 삭제하도록
표시된 대부분의 복구 지점이 일주일 내에 제거되었는지를 Core 작업에서 검
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 성능과 리포지토리 공간 재사
용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벤
트 및 작업 삭
제

Core

오래된 이벤트를 제거하여 이벤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관리합니다. 일 수
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30일입니다.

Exchange에
대한 로그 잘
라내기

보호된 컴퓨
터

Exchange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를 최근 복구 지점과 일치하도록 잘라
내어 Exchange 로그 크기를 관리합니다.

Oracle에 대
한 로그 잘라
내기

보호된 컴퓨
터

SQL에 대한
로그 잘라내
기

NOTE: Core에서 Exchange Server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옵
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호된 컴퓨
터

Oracle 로그에 대한 잘라내기를 제어합니다. 비활성화되지 않으면 잘라내기
작업은 야간 작업이 실행될 때 매일 한 번씩 발생합니다.
•

야간 작업이 실행될 때 모든 로컬로 저장된 Oracle 로그를 잘라내는
Core 자동 삭제 정책(기본적으로 활성화됨)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에 대한 로그는 야간 작업 실행에 앞서 백업 스냅숏에서 계속 지속
됩니다.

•

특정 보호된 Oracle 서버에 대한 사용자 지정 삭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로그 유지 정책을 사용하면 Oracle 로그를 잘라내기 전
까지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로그 개수 유지 정책을 사용하
면 오래된 로그를 잘라내기 전까지 지정된 개수의 로그 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작업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야간 작업이 비활성화되면 로그
파일이 많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Oracle
데이터베이스 로그 잘라내기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동으로 로그
파일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를 최근 복구 지점과 일치하도록 잘라내어 SQL
Server 로그 크기를 관리합니다.
NOTE: Core에서 SQL Server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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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름

범위

설명

롤업

Core 또는 보
호된 컴퓨터

정책에서 설명한 일정에 따라 복구 지점을 결합하거나 롤업하여 백업 데이
터에 보존 정책을 적용합니다. Core에서 정책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보
호된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롤업 작업은 전체
Core에 대해 실행됩니다. 또는 [확장]을 클릭하여 보호된 컴퓨터의 보기를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Core 정책을 사용하여 롤업하려는 일련의 보호된
컴퓨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Core에 설정된 기본 정책과 차이가 있는 보호된 컴퓨터의 보존 정책 사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
Rapid Recovery Core에서 야간 작업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 작업이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매일 지정된 시간에 한 번 실행됩니다. 반대로, Core 수준에서 야간 작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작업
이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NOTE: 야간 작업 이해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야간 작업 범위에 보호된 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 개별적으로만 적용하도록 야간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특정 시스템
에 야간 작업 설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
(를) 참조하십시오.
야간 작업은 메모리 집약적이므로 Quest에서는 활동이 적은 시간에 야간 작업을 실행하도록 Core를 구성하는 것
을 권장합니다. 야간 작업은 기본적으로 오전 12시에 실행됩니다. 다른 시간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
라 야간 작업 시간 필드에서 이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야간 작업을 클릭합니다.

•

야간 작업 제목이 나올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야간 작업을 변경하거나 야간 작업 실행을 시작할 시간을 변경하려면
야간 작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을 클릭합니다.

변경

4.

야간 작업을 실행할 시간을 변경하려면 야간 작업 시간 필드에 새 시간을 입력합니다.

5.

첫 번째 열에서는 Core에 대해 설정하려는 각 야간 작업 옵션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한 옵션을 다시 클
릭하면 선택이 취소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야간 작업 대화 상자를 닫고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설정을 저장합니다.

전송 대기열 설정 수정
전송 대기열 설정은 최대 동시 전송 수 및 최대 데이터 전송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Core 수준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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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대기열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ettings(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Transfer Queue(전송 대기열)를 클릭합니다.

•

Transfer Queue(전송 대기열) 제목이 보일 때까지 Settings(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을 아래로 스크롤합
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1. 전송 대기열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최대 동시 전송
수

동시 전송 수를 업데이트하려면 값을 입력합니다.

Maximum
retries(최대 다
시 시도 횟수)

전송 작업을 취소하기 전에 최대 시도 횟수를 설정하려면 값을 입력합니다.

5.

1과 60 사이의 숫자를 설정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네트워크 및 기타 시스템 리소스에 대
한 로드가 적어집니다. 처리되는 에이전트 수가 증가하면 시스템에 대한 로드도 증가합니
다.

1과 60 사이의 숫자를 설정합니다.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 조정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은 작업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다양한 작업을 시도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NOTE: Quest에서는 사용자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Quest 지원 담당자가 설정을 수정하도록 요
청하지 않는 경우 기본 제한 시간 설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을 조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클라이언트 시간 제한을 클릭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간 제한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표 12. 클라이언트 시간 제한 설정 정보
설정

설명

연결 제한 시간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Core와 보호된 시스템 간
의 연결 제한 시간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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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연결 시간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경과하려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HH:MM:SS 형식을 사용
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0:05:00 또는 5분입니다.

읽기/쓰기 제한
시간

HTTP를 통해 스트림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Core와 보호된 시스템 간의 연결 제한 시간을
제어합니다. 증분 스냅숏을 위해 보호된 시스템에서 Core로 변경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
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읽기/쓰기 이벤트 동안 시간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경과하려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HH:MM:SS 형식을 사용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0:05:00 또는 5분입니다.

연결 UI 시간 초
과

http를 통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 간 연결에 대한 시
간 제한을 제어합니다.
연결 UI 시간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경과하려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HH:MM:SS 형식을 사
용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0:05:00 또는 5분입니다.

읽기/쓰기 UI 시
간 초과

http를 통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 간 읽기 및 쓰기 데
이터 스트림의 연결에 대한 시간 제한을 제어합니다.
읽기 또는 쓰기 이벤트 동안 시간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경과하려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HH:MM:SS 형식을 사용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0:05:00 또는 5분입니다.

6.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
글로벌 중복 제거는 Core에서 백업하는 데이터에 필요한 디스크 저장 공간을 줄입니다. 각 리포지토리는 중복 제거
되어 각 고유 블록을 실제로 한 번 디스크에 저장하고, 후속 백업에서는 이러한 블록에 대한 가상 참조 또는 포인터
를 사용합니다. 중복되는 블록을 식별하기 위해 Rapid Recovery에 DVM(Deduplication Volume Manager) 리포지
토리에 대한 중복 제거 캐시가 포함됩니다. 캐시에 고유한 블록 참조가 보관됩니다.
기본적으로 DVM 리포지토리의 경우 이 중복 제거 캐시는 1.5GB입니다. 이 크기는 대부분의 리포지토리에 충분합
니다. 이 캐시를 초과할 때까지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는 중복 제거됩니다. 중복 정보의 양이 중복 제거 캐시가 꽉
찰 정도로 클 경우, 리포지토리는 새로 추가된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 기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제거 캐시가 꽉 차기 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백업 중인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마
다 다릅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중복 제거 캐시 설정을 변경하여 DVM 중복 제거 캐시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캐시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DVM 중복 제거 캐시 크기를 증가시킬 때 디스크 공간과 RAM 사용량,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크 공간. DVM 중복 제거 캐시의 두 개 복사본(기본 캐시와 병렬 복사본인 보조 캐시)이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즉, DVM 리포지토리에 대해 기본 캐시 크기인 1.5GB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에서 3GB의 디스크 저장소가 사용됩니
다. 캐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된 디스크 공간의 양과 비례적으로 캐시 크기가 2배로 유지됩니다.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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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도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Core가 이러한 캐시의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변경합니다. 두
캐시가 모두 필요하며, 기본으로 지정된 캐시가 먼저 저장된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RAM 사용량. Rapid Recovery Core가 시작될 때 중복 제거 캐시를 RAM으로 로드합니다. 따라서 캐시의 크기가 시
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Core에서 사용되는 전체 RAM 크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러한 요소로는 실행 중인 작업, 사용자 수, 보호된 컴퓨터 수 및 중복 제거 캐시 크기 등이 있습니다. Core에서 수행
하는 각 작업(전송, 복제, 롤업 등)은 더 많은 RAM을 소비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그에 따라 메모리 소비가 줄어듭니
다. 그러나, 관리자는 충분한 작업을 위해 가장 높은 RAM 로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의 기본 설정은 AppRecovery 디렉터리에 DVM 리포지토리에 대한 기본 캐시, 보조 캐시 및
메타데이터 캐시를 배치합니다. 이 폴더는 Core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NOTE: 사용자 설정에 따라 AppRecovery 디렉터리가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를 보려면 폴더 옵션 제어판을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를 표시하도록 변경해야 할 수 있습
니다.
Rapid Recovery Core가 C 드라이브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위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표 13.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의 기본 저장 위치
설정

기본 저장 위치

기본 캐시 위치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PrimaryCache

보조 캐시 위치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SecondaryCache

메타데이터 캐
시 위치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CacheMetadata

캐시의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결함성이 증가한 경우, 보조 캐시의 위치를 기본 캐시와 다른
실제 드라이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Rapid Recovery Core에서 이 위치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저장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중복 제거 저장소는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제거는 다중 리포지토리가 아니라 단일 리포지토리에서
만 발생합니다.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할 경우 각 키가 단일 암호화 도메인에서 작동하는 보안상의 이유로 중복
제거가 단일 키로 보호되는 데이터로 제한됩니다.
중복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에서 중복 제거을(를) 참조하십시오.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
DVM 리포지토리의 중복 제거 캐시 설정을 구성하려면 이 절차의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DVM 중복 제거 캐시를 클릭합니다. 이 설정을 Core에 하나 이
상의 DVM 리포지토리가 있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Settings(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DVM Deduplication Cache(DVM 중복 제거 캐시) 제목이 보일 때
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언제라도 기본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중복 제거 캐시 설정 영역의 맨 위에서
을 클릭합니다.
기본값 복원
Restore Default(기본값 복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4.

예를 클릭하여 복원을 삭제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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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5.

개별 중복 제거 캐시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4.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정보
설정
기본값 복원
기본 캐시 위치

설명
이 컨트롤은 DVM 캐시 위치를 각 설정에 대해 설명된 시스템 기본 위치로 재설정합
니다.
DVM 리포지토리의 기본 캐시 위치를 변경하려면 Primary Cache Location(기본 캐
시 위치) 텍스트 상자에 Cor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저장 위치의 경로를 입력하십시
오.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PrimaryCache

기본 및 보조 캐시는 동일한 크기이므로, 이들 두 캐시를 모두 저장하기 위해서는 중
복 제거 캐시 크기에 할당된 양에 따라 두 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
제거 캐시 크기에 1.5GB의 기본 공간을 지정할 경우 두 저장 위치 각각에 1.5GB 이
상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 위치가 모두 동일한 드라이브(예: C 드라이브)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3.0GB 이상 있어야 합니다.
보조 캐시 위치

DVM 리포지토리의 보조 캐시 위치를 변경하려면 Secondary Cache Location(보조
캐시 위치) 텍스트 상자에 Cor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저장 위치의 경로를 입력하십
시오.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SecondaryCache

캐시 메타데이터 위치

DVM 리포지토리의 캐시 메타데이터 위치를 변경하려면 Cache Metadata
Location(캐시 메타데이터 위치) 텍스트 상자에 Cor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저장 위
치의 경로를 입력하십시오.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CacheMetadata

중복 제거 캐시 크기
(GB)

DVM 리포지토리의 중복 제거 캐시 크기를 변경하려면 Deduplication Cache
Size(중복 제거 캐시 크기) 텍스트 상자에 새 크기(GB 단위)를 입력하십시오.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Data\AppRecovery\RepositoryMetaData\SecondaryCache

최소 캐시 크기 설정은 1.5GB입니다. 또한, 캐시 크기는 설치된 RAM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6.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Replay 엔진 설정 구성
Rapid Recovery의 통신 채널인 Replay 엔진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 따라 효과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Core 설정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Quest 지원부에서 네트워크 요구에 따라 성능을 쉽
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수정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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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y 엔진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의 Core 설정의 목록에서 재생 엔진을 클릭합니다.

•

Settings(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Replay Engine(Replay 엔진) 제목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
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5. Replay 엔진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IP 주소

Core는 복구 지점에 대한 탑재 및 복원 수행 시 이 IP 주소를 사용하여 보호된 시스템과
Core 사이의 피드백을 지원합니다.
Replay 엔진에 대한 IP 주소는 Core 시스템의 IP 주소로 자동 채워집니다. 수동으로 서버
IP 주소를 입력할 경우 이 값은 보호된 시스템이 제공된 IP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
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호된 시스템이 Core와 통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포트

포트 번호를 입력하거나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본 포트는 8007입니다.
포트는 Replay 엔진의 통신 채널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 중인 포트

Replay 엔진 구성에 사용 중인 포트를 나타냅니다.

포트 자동 할당
허용

자동 TCP 포트 할당을 허용하려면 클릭합니다.

관리자 그룹

관리자 그룹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은 BUILTIN\Administrators입니다.

최소 비동기 I/O
길이

값을 입력하거나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최소 비동기 입력/출력 길이에 대해 설명합니
다.
기본 설정은 65536입니다.

읽기 제한 시간

읽기 제한 시간 값을 입력하거나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00:05:00입니다.

쓰기 제한 시간

쓰기 제한 시간 값을 입력하거나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00:05:00입니다.

수신 버퍼 크기

인바운드 버퍼 크기를 입력하거나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8192입니다.

버퍼 크기 보내
기

아웃바운드 버퍼 크기를 입력하거나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8192입니다.

지연 없음

네트워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을 수정하려면 Quest 지원부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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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설정 구성
Rapid Recovery에서는Rapid Recovery Core로부터 보호하려는 시스템으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Core에서 보호하려는 시스템으로의Rapid Recovery Agent 배포와 관련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배포를 클릭합니다.

•

배포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6. 배포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Agent Installer
이름

기본 파일 이름은 Agent-web.exe입니다. 이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유와 관계없이 이
설정을 사용하여 Core Web Installer 실행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직접
실행되고 필요하면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Rapid Recovery Core
설치 프로그램 최신 버전 다운로드가 이 파일을 통해 스트리밍됩니다.

Core 주소

Core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Core 서버 및 포트의 이
름, Core 파일이 위치한 디렉터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Sample인 경우 이 설정은 https://sample:8006/apprecovery/admin/
Core입니다.

수신 실패 제한
시간

제한 시간 전에 Agent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시도해야 하는 시간.

최대 병렬 설치

이 설정은 Core에서 한 번에 시도할 Agent 소프트웨어의 최대 배포 횟수를 제어합니다.

기본 설정은 오전 00:25:00 또는 25분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읽기 또는 쓰기 이벤
트 중 시간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Agent 소프트웨어 배포를 시도하려는 시간
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HH:MM:SS 형식을 사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100입니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구성
Rapid Recovery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Core 작업, 이벤트 및 경고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Rapid Recovery에
서는 이 트랜잭션 정보를 Core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로컬로 설치되어 있는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합니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는 기간을 변경하거나, 더 많거나 더 적은 수의 동시 연결이 가능하도록 연
결 풀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이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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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Rapid Recovery Core을(를)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Core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두 번째 Core 시스
템을 가리키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Core의 이벤트 데이터가 모두 두 번째 Core의 MongoDB
에 저장됩니다.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Rapid Recovery Core에 액세스할 수 있는 MongoDB가 별도로 설치된 다른 시스템을 가리키
도록 Core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ore의 이벤트 트랜잭션 데이터는 로컬로
저장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지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Rapid Recovery Core에서 이벤트 정보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
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은Rapid Recovery Core의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에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설
치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가Rapid Recovery Core를 호스
팅하는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에 설치된 경우 이 설정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과 암호)을 제공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클릭합니다.

•

Settings(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Database Connection(데이터베이스 연결) 제목이 보일 때까지 아
래로 스크롤합니다.

Database Connection(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설정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변경할 경우 연결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값 복원을 클릭하여 모든 기본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복원합니다.
이 작업의 수행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사용자 지정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이 중단됩니다.

4.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5.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7.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정보
Rapid Recovery Core에 대해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설정의 설명입니다.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이름

데이터베이스 연결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localhost가 호스트로 지정된 매개 변수인 경우 MongoDB는 Core를 호스팅
하는 시스템에 로컬로 설치됩니다.

포트

데이터베이스 연결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27017입니다.

사용자 이름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호스트 이름 매개 변수가 localhost인 경우에는 이 필드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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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암호

지정한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NOTE: 호스트 이름 매개 변수가 localhost인 경우에는 이 필드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보존 기간(일)

이벤트 및 작업 기록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할 기간(일 수)을 입력합니다.

최대 연결 풀 크
기

동적 재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캐시된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최대 수를 설정합니다.

최소 연결 풀 크
기

동적 재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캐시된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최소 수를 설정합니다.

6.

NOTE: 기본 설정은 100입니다.

NOTE: 기본 설정은 0입니다.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수정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Rapid Recovery Core과(와) 관련된 시스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는 이 트랜잭션 정보를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Core 컴퓨터에 로컬로 설치되며,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의 호스트 이름의 기본값은 localhost입니다. 이 상황에서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로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를 무시하므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필요한 경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Rapid Recovery Core에서 사용하는 MongoDB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Rapid Recovery Core에서 이벤트 정보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
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지정하도록 로컬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
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

로컬 데이터베이스 설정 제목이 나올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서 설명한 대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적절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18. 로컬 데이터베이스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사용자 이름

MongoD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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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암호

지정한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SMTP Server 설정 관리
Core에 대해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작업, 이벤트 및 경고 알림을 이메일
로 보낼 수 있습니다.
SMTP 이메일 서버 구성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 서버 구성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NOTE: 이벤트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려면 알림 그룹 설정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메일 경고를 받기 위해 이벤
트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계정 연결 설정 구성
클라우드 계정 연결 설정을 통해 작동 제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Rapid Recovery에서 클라우드 계정 연결을 시도하
는 시간 간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연결 설정을 구성하십시
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클라우드 계정을 클릭합니다.

4.

클라우드 계정 표에서 구성하려는 클라우드 계정 옆의
행합니다.
•

•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

사용자 정의 클라우드 구성을 다음과 같은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

요청 시간 제한: 01:30(분/초)

▪

쓰기 버퍼 크기: 8388608(바이트)

▪

읽기 버퍼 크기: 8388608(바이트)

클라우드 계정 연결 설정을 변경하려면 편집을 클릭하고 클라우드 구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
나를 수행합니다.
▪

요청 시간 제한: 위쪽과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계정 연결이 지연될 때 Rapid
Recovery의 1회 연결 시도에 소요되는 시간(분/초)을 결정합니다. 입력한 시간이 지나면 연결 시도
가 중단됩니다.

▪

쓰기 버퍼 크기: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쓰기 위해 예약하는 버퍼 크기입니다.

▪

읽기 버퍼 크기: 클라우드에서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 예약하는 블록 크기입니다.

Core와 관련된 Azure 관리 인증서 사용
Rapid Recovery Core 설정에서 Core와 Azure 관리 인증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Core는
Azure 구독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여 Core Console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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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할 때 인증서 정보를 로드한 후 드롭다운 상자에서 적절한 Azure 구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구독과 관련된 개체는 저장소 계정, 컨테이너 등과 같은 Core Console UI의 다
른 컨트롤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Azure 관리 인증서 정보는 Microsoft Azure 내에 생성된 게시 설정 파일에 저장됩니다. 한 개 이상의 관리 인증서를
Cor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re는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캐시합니다.
Core 설정의 Azure 관리 인증서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zure 계정에 대한 게시 설정 파일 확보

•

Azure 관리 인증서 로드

•

Azure 관리 인증서 새로 고침 또는 삭제

Azure 계정에 대한 게시 설정 파일 확보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PowerShell이 활성화되어 있는 Windows 시스템을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관리
자 또는 서비스 공동 관리자 역할이 부여된 Azure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 설정 파일은 Azure에서 생성된 XML 문서입니다. 이 파일에는 AzureServiceManagement API 정의 및 인코딩
된 보안 자격 증명, 구독 유형, Azure 관리 인증서 등 Azure 구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의 파일
확장명은 .publishsettings로, 여기서 설명이 파생됩니다. 게시 설정 파일이 없으면 Core를 Azure 계정에 연결
할 수 없습니다.
Azure 계정으로 로그인한 Windows 시스템에서 게시 설정 파일 복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AUTION: 게시 설정 파일에는 사용자 자격 증명 및 Azure 계정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위
치에 게시 설정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를 로드한 경우 로컬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인증서는 구독당 100개로 제한되며, 특정 서비스 관리자의 사용자 ID에서 모든 구독에 대한 관리 인증서는 추
가적으로 최대 100개로 제한됩니다. 여러 Core에서 동일한 Azure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게시 설정 파일을
한 번 생성하고 동일한 파일을 재사용하여 관리 인증서를 여러 Core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증서
생성 제한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cloud-services/cloudservices-certs-create에 있는 Microsoft KB 문서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서 개요"의 "제한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게시 설정 파일을 확보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Windows 시스템에서 Azure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Azure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른 브라우저 창을 엽니다.

3.

브라우저 URL에 다음 주소를 입력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Power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https://manage.windowsazure.com/publishsettings/index?client=powershell.

4.

이 파일을 Core Consol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게시 설정 파일이 기본 다운로드 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
Azure 구독 정보를 Rapid Recovery Core에 연결하려면 Rapid Recovery ## ###의 "Azure 관리 인증서 로드"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Azure 관리 인증서 로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적절한 Azure 계정의 게시 설정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zure 계정에 대한 게시 설정 파일 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Azure 관리 인증서를 Core에 로드하면 Azure 계정의 구독 정보에 대한 Core Console 액세스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Core Console에서 Azure 구독과 연결된 객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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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관리 인증서를 Core에 로드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Azure 관리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Azure 관리 인증서 제목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Azure 관리 인증서 제목 아래에서

인증서 로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인증서 로드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5.

게시 설정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업로드 창이 표시됩니다.
파일 업로드 창이 닫히고 Azure 관리 인증서가 Core Console에 로드됩니다.

Azure 관리 인증서 새로 고침 또는 삭제
Core Console에서 Azure 관리 인증서를 삭제하려면 인증서를 로드하여 Core와 연결해야 합니다. Core와 인증서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관리 인증서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와 연결된 Azure 관리 인증서 보기를 새로 고치거나 인증서를 Core에서 삭제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
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Azure 관리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Azure 관리 인증서 제목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보기를 새로 고치려면 Azure 관리 인증서 제목 아래에서
고침을 클릭합니다.

새로

Core 설정 페이지가 새로 고쳐지고 Core와 연결된 인증서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4.

인증서를 Core에서 삭제하려면 해당 인증서의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클릭하여 인증서 삭제를 확인합니다.

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Azure 관리 인증서가 Core에서 삭제됩니다.

보고서 설정 관리
Rapid Recovery Core 또는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보고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설정을 관리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

보고서 제목이 나올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보고서 Core 설정이 표시됩니다. 보고서 설정은 다음 표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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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기본값 복원

이 옵션은 모든 보고서 설정을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
니다. 각 설정에 대한 기본값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
니다.

글꼴

이 옵션은 보고서에 사용되는 기본 글꼴을 제어합니
다. 기본 서체는 Trebuchet MS입니다. 이 글꼴은 시
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typeface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Paper size(용지 크기)

이 옵션은 보고서를 인쇄할 때 기본 용지 크기를 제어
합니다. 기본값은 문자입니다. 다음 용지 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age orientation(페이지 방향)

3.

•

A3

•

A4

•

B4

•

이그제큐티브

•

레저

•

리걸

•

레터

•

타블로이드

이 옵션은 내보낸 보고서의 페이지 방향을 제어합니
다. 기본 방향은 세로입니다. 다음 레이아웃 옵션 중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

•

세로

보고서 설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설정 필드를 클릭합니다.
설정 필드가 구성 가능한 드롭다운 메뉴로 나타납니다.

4.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사용 가능한 값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글꼴 필드에서 Times New Roman을 클릭합니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이제 선택한 옵션은 선택한 보고서 매개 변수에 대한 새 설정으로 나타납니다.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 관리
SQL 연결 기능 검사는 Rapid Recovery 야간 작업의 일부로 발생합니다. 라이센싱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Rapid
Recovery에서는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2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Rapid Recovery Core 시스템에 설치된 사
용이 허가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보호된 시스템에 이미 설치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번째 옵션이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나 보호된 시스템이 야간 작업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이미 실행 중이라면 Core에서 SQL Server 인스턴스로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에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은 Rapid Recovery Agent 소
프트웨어의 기능입니다. SQL Server가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는 경우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QL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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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절차의 3단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Core 설정을 Core에
서 SQL Server 사용으로 구성합니다.
요약하자면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보호 그룹에 대한 최신 복구 지점을 마운트합니다.

•

SQL Server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닫습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야간 작업을 활성화하려면 보호된 시스템의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연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
용할 SQL Server 인스턴스를 지정하십시오.
NOTE: Core에서 SQL Server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Core가 야간 작업의 일부로 SQL 연결 기능 확인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보호된 시스템에 설치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보호된 모든 SQL 시스
템에 대한 SQL 연결 기능이 해당 SQL Server 인스턴스에서 관리됩니다. 이 설정을 보호된 모든 SQL 시스
템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Core에서 SQL Server 사용을 선택합니다. Core에서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려면
사용이 허가된 SQL Server 버전을 Core 시스템에서 설치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연결 기능을 클릭합니다.

•

연결 기능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보호된 SQL Server 시스템에 설치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려면 보호된 시스템에서 SQL Server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기본 옵션입니다.

4.

Rapid Recovery Core에 설치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려면 Core에서 SQL Server 사용을 선택하
고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9. SQL Server 자격 증명 정보
SQL Server 연결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상자

설명

SQL Server

SQL Server 드롭다운 메뉴의 Core 서버에서 적절한 SQL Server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 유형

다음 옵션 중에서 자격 증명에 대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

Windows

•

SQL

사용자 이름

선택한 자격 증명 유형을 기반으로 Core에서 SQL Server에 액세스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
합니다.

암호

선택한 자격 증명 유형을 기반으로 Core에서 SQL Server에 액세스할 암호를 지정합니다.

5.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NOTE: 자격 증명을 잘못 입력하면 자격 증명에 실패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수정하고 연결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6.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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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작업 이해
Core 작업은 Rapid Recovery Core가 복구 지점 백업, 데이터 복제, 데이터 보관, VM으로 데이터 내보내기, 리포지
토리 유지 rhksfl 등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설정된 일정에 따른 복제나 보관 같은 일부 작업
의 경우 Core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Core Console에서 다양한 요소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작업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

•

Core 작업 설정을 보거나 편집할 때 각 Core 작업에는 최대 동시 작업과 시도 횟수의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
습니다.
◦

최대 동시 작업 매개 변수는 해당 유형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작업 수를 결정합니다.

◦

시도 횟수 매개 변수는 네트워크 또는 기타 통신 오류로 인해 처음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작업
을 중단하기 전에 몇 번의 작업을 시도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Core 작업 표의 설정 열은 제시된 작업이 Core 작업 설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나타냅니다.

다음 표는 사용 가능한 기본 Core 작업 및 해당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20. Core 작업
작업 이름

설명

스냅숏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Core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의 연결성 검사
확인하고 지원되는 모든 MDF(데이터) 및
LDF(로그) 파일을 백업 스냅숏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세스:
•

SQL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보호
그룹에 대한 최신 복구 지점을 탑재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합니다. 보호
된 SQL Server에서 연결성을 수행
하는 경우, UNC 경로를 사용하여
탑재합니다.

•

SQL Server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

연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

정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닫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탑재 해제합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최대 동시 작
업

시도
횟수

설정

1

0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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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름

설명

최대 동시 작
업

시도
횟수

설정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체
크섬 검사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복구
지점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프로세스:

1

0

기본값

•

SQL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보호
그룹에 대한 최신 복구 지점을 탑재
합니다.

•

SQL Server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닫습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탑
재 가능성 검사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탑재 가능한지
검사합니다.

1

0

기본값

원격 소스에서 보호된 시스템
데이터 복제

보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 사본을 소스
3
Core에서 대상 Core로 전송합니다. 이 작
업은 들어오는 복제된 복구 지점을 수신하
는 대상 Core에서 실행합니다.

0

기본값

보호된 시스템 데이터를 원격
대상에 복제

보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 사본을 소스
Core(원래 저장된 위치)에서 대상 Core로
전송합니다. 이 작업은 소스 Core에서 실
행되며 보내는 복제를 제어합니다.

1

3

기본값

복구 지점 롤업

보존 정책에서 정의한 일정에 따라 복구
지점을 결합하거나 롤업하여 백업 데이터
에 보존 정책을 적용합니다.

1

0

기본값

복구 지점 검사

복구 지점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1

0

추가

모든 복구 지점 삭제

보호된 시스템의 전체 복구 지점을 삭제합 1
니다.

0

추가

복구 지점 체인 삭제

보호된 시스템의 전체 복구 지점망을 삭제 1
합니다.

0

추가

복구 지점 범위 삭제

복구 지점 식별기나 날짜 범위에 따라 보
1
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 집합을 삭제합니
다.

0

추가

Agent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배포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지
정된 시스템이나 시스템에 배포합니다.

1

0

추가

Exchange 라이브러리 다운로
드

Microsoft Exchange 라이브러리 다
운로드를 보호된 시스템에서 Core 시
스템으로 다운로드합니다(경로: C:
\programdata\apprecovery\
exchangelibraries).

1

0

추가

목차
Core 작업 이해

55

작업 이름

설명

아카이브로 내보내기

선택한 복구 지점의 아카이브를 사용하여 1
지정된 경로에 백업을 생성합니다. 프로세
스: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최대 동시 작
업

•

복구 지점 마운트.

•

백업에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지정된 복구 지점에서 가 1
상 컴퓨터로서의 대상 경로로 데이터를 내
보냅니다. 프로세스:
•

복구 지점을 탑재합니다.

•

대상 경로의 복구 지점 데이터에서
가상 컴퓨터를 생성합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시도
횟수

설정

0

추가

0

추가

아카이브 가져오기

이전에 생성한 Core 아카이브의 지정된 백 1
업에서 복구 지점을 가져옵니다.

0

추가

리포지토리 유지 관리

리포지토리의 검사를 수행합니다. 프로세
스:

1

0

추가

지정된 경로에 복구 지점 탑재를 수행합니 1
다.

0

추가

지정된 모든 가상 컴퓨터를 에이전트 없는 1
보호에 추가합니다.

0

추가

복구 지점 스냅숏 탑재

®

ESX 가상 컴퓨터 보호

•

리포지토리 파일 시스템을 검사합
니다.

•

복구 지점을 탑재합니다.

•

리포지토리에 대한 중복 제거 캐시
를 다시 계산합니다.

•

리포지토리에서 복구 지점을 로드
합니다.

Protect Multiple Machines Wizard(다중 시
스템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한 개 이상
의 VM에 대한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Core
에 추가하면 작업이 즉시 수행됩니다.
작업은 지정된 VM에 대한 ID 번호를 설정
하고 Core에 대한 정보를 구성 파일에 작
성하거나 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검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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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름

설명

복구 지점에서 복원

복구 지점에서 지정된 대상 시스템으로 복 1
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프로세스:

로그 업로드

최대 동시 작
업

•

복구 지점을 탑재합니다.

•

복구 지점의 모든 데이터를 지정된
시스템에 작성합니다.

•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지정된 서버에 로그를 업로드합니다.

1

시도
횟수

설정

0

추가

0

추가

일부 Core 작업은 설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 설정을 통해 Core가 실행할 수 있는 동일한 유형의 동시 작업 개
수를 지정하고 첫 번째 작업이 실패한 경우 재시도를 몇 번 해야 하는지 지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작업 설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작업을 Core 설정에 추가하는 방법은 설정에 Core 작업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목록에 있는 작업의 설정을 편집하는 방법은 Core 작업 설정 편집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작업 설정
(설정)을 선택하면 일부 Core 작업을 위한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re 설정 페이지의 Jobs(작업) 영역에
서는 나열된 각 작업 유형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설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Core에서 한 번에 시도할 이 유형의 최대 작업 수. 1과 50 사이의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또는 기타 통신 오류로 인해 처음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작업 시도 횟수. 0과 10 사이의 값
을 설정해야 합니다.

Core 설정에는 여러 작업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Settings(설정) 열에 “Default(기본값)” 값이 포함
됩니다(Core 작업 이해 항목 참조).
최대 작업 수 또는 이러한 기능의 재시도 횟수를 제어하기 위해 설정을 구성하려는 경우, 일부 다른 작업을 설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Settings(설정) 열에 “Add(추가)” 값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설정 표에 추
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정에 Core 작업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Settings(설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Core 작업은 이 두 가지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Settings(설정)에 나열되는 작업은 기존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매개변수를 사용자 지정하
거나 작업 설정 목록에서 작업 유형을 삭제하거나 기본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e 작업 설정
편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설정에 Core 작업 추가
Core 작업을 설명하면 작업 유형별로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Core에 대한 최대 작업 수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작업 횟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Core 작업 설정 항목에 설명된 대로 Core 작업 유형마다 이러한 두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Core 설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작업 유형도 표시됩니다.
설정에 Core 작업을 추가하면 추가한 작업 유형에 대한 이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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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설정에 작업을 추가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작업을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작업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작업 Core 설정이 표시됩니다.

3.

4.

Core 설정 페이지의 작업에서

를 클릭합니다.

추가
작업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작업 설정 대화 상자의 작업 필드에서 Core 설정에 추가할 작업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Core 작업 설정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5.

Core에서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최대 작업 수를 설정하려면 최대 동시 작업 수 텍스트 상자에 1과 50 사이
의 새 값을 입력합니다.

6.

Core에서 작업을 중단하기 전에 시도해야 하는 횟수를 설정하려면 시도 횟수 텍스트 상자에 0과 10 사이의
새 값을 입력합니다.

7.

저장을 클릭합니다.
작업 설정 대화 상자가 닫히고 새로운 작업 설정이 적용됩니다.

Core 작업 설정 편집
Core 작업을 설명하면 작업 유형별로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Core에 대한 최대 작업 수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작업 횟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Core 작업 이해 항목에 설명된 대로 Core 작업 유형마다 이러한 두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Core 설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작업 유형도 표시됩니다. Core 작업 설정을 편집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

Core 작업 유형별로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ore 설정 목록에서 작업 유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유형이 설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Core 설정에서 작업을 삭제하기만 하면 이 목록에서 작업 유형이 제거됩니다. 나중에 해당 작업
유형에 대한 Core 설정을 다시 편집하려면 설정에 Core 작업 추가 항목에 설명된 대로 목록에 해당 작
업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작업 유형이든 기본 설정으로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NOTE: Core 설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작업 유형에 대해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작업
유형도 목록에서 제거했다가 다시 추가하면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작업을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작업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작업 Core 설정이 표시됩니다.

3.

제거하려는 작업을 작업 그리드의 목록 중에서 선택합니다. 해당 작업의 드롭다운
합니다.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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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작업이 제거됩니다.
4.

설정을 재설정하려는 작업을 작업 그리드의 목록 중에서 선택합니다. 해당 작업의 드롭다운
본값 복원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기

이 작업에 대한 작업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5.

변경하려는 작업을 작업 그리드에서 선택합니다. 해당 작업의 드롭다운

6.

작업 설정: [작업 이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7.

Core에서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최대 작업 수를 변경하려면 최대 동시 작업 수 텍스트 상자에 1과 50 사이
의 새 값을 입력합니다.

8.

Core에서 작업을 중단하기 전에 시도해야 하는 횟수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시도 횟수 텍스트 상자에 1
과 10 사이의 새 값을 입력합니다.

9.

저장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작업 설정 대화 상자가 닫히고 새로운 작업 설정이 적용됩니다.

SNMP 설정 이해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IP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SNMP
는 네트워크의 장치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 구
성 요소(에이전트)를 사용하여 관리 컴퓨터(관리자)에 정보를 보고합니다. SNMP 에이전트는 관리자의 요청을 처
리하여 특정 매개 변수를 가져오거나 설정합니다. SNMP 에이전트는 관리자에게 트랩(특정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SNMP 에이전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객체는 OID(Object Identifier)를 포함하는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로 구성됩니다. 각 OID는 SNMP를 사용하여 읽거나 설정할 수 있는 변수를 식별합니다.
Rapid Recovery는 SNMP 버전 1.0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Rapid Recovery Core를 SNMP 에이전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ore에서 경고, 리포지토리 상태, 보호
된 시스템과 같은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SNMP 호스트는 SNMP 브라우저라는 독립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이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SNMP 브라우저는 네트워크를 통해 Rapid Recovery Core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re SNMP 이벤트 알림을 SNMP 브라우저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SNMP 트랩에서 알리도록 알림 그룹의
알림 옵션을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NOTE: 이때 기본 그룹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알림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알림 그룹을 열고 알림 옵션 탭을 선택하고 SNMP 트랩에서 알림 옵션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알림 그룹은
기본적으로 트랩 번호 1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SNMP 브라우저에서 예상하는 설정과 일치하도록 트랩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림 옵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MIB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Core에서 직접 수신하는 데이터보
다 더 쉽게 SNMP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SNMP 설정 구성

•

SNMP MIB 파일 다운로드

SNMP 설정 구성
Rapid Recovery Core와 SNMP 브라우저 간의 통신(예: 경고)을 제어하려면 SNMP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가
능한 설정에는 SNMP 포트, 트랩 수신기 포트, 트랩 수신기의 호스트 이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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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릴리스 6.1 이전의 Rapid Recovery 빌드에는 커뮤니티 문자열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
지 않습니다.
Core에 대한 SNMP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SNMP 구성을 클릭합니다.

•

SNMP Configuration(SNMP 구성) 제목이 보일 때까지 Settings(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을 아래로 스크
롤합니다.
SNMP 구성 설정이 표시됩니다.

3.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SNMP 설정을 수정합니다.

표 21. SNMP 연결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수신 요청 처리

Core가 수신 SNMP 프로토콜을 인식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신 SNMP 프로
토콜을 차단하려면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NOTE: 수신 요청을 처리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커뮤니티 문자열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문자
열

커뮤니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신 포트

SNMP 연결을 위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NOTE: 수신 요청 처리 설정이 예로 지정된 경우에만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NOTE: 기본 설정은 8161입니다.
트랩 보내기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경고(트랩)를 보내도록 허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경
고를 차단하려면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트랩 수신기 포
트

수신 경고용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트랩 수신기 호
스트 이름

SNMP 연결을 위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기본 설정은 162입니다.

NOTE: 기본 호스트 이름은 localhost입니다.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SNMP MIB 파일 다운로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네트워크의 장치에서 주의를 요하는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
용됩니다. Rapid Recovery Core가 SNMP 에이전트로 설정된 경우 Core는 경고, 리포지토리 상태, 보호된 시스템
과 같은 정보를 보고합니다. 이 정보는 SNMP 브라우저라는 독립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SNMP 호스트에서
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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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에이전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객체는 OID(Object Identifier)를 포함하는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로 구성됩니다. 각 OID는 SNMP를 사용하여 읽거나 설정할 수 있는 변수를 식별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MIB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quest-rapid-recovery-core.mib인 이 파일
은 Core에서 직접 수신하는 데이터보다 더 쉽게 SNMP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Rapid Recovery Core에서 SNMP MIB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Other Files(기타 파일)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4.

MIB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SNMP MIB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SNMP 구성 설정이 나타납니다.

5.

quest-rapid-recovery-core.mib 열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로그 파일을 열려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텍스트 기반 MIB 파일을 볼 SNMP 브라우저 응용 프로
그램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MIB 파일이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립니다.

•

로컬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파일 저장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quest-rapid-recovery-core.mib 파일이 Downloads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SNMP 브라우저 또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vSphere 설정 구성
VMware vSphere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여기서 ESXi 또는 vCenter Server 가상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vSphere를 사용하면 더 이상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VM으로 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능을 에이전트 없는 보호 기능이라고 하며, 가상 컴퓨터에만 적용합니다.
Core에 대한 vSphere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vSphere를 클릭합니다.

•

vSphere 제목이 나올 때까지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한 대로 vSphere 설정을 수정합니다.

표 22. vSphere Core 설정 정보
UI 요소

UI 유형

설명

Connection
lifetime(연결 수
명)

스핀 상
자

ESXi 서버와 연결하는 경우 제한 시간에 도달하기 전 시간을 설정합니다.
HH:MM:SS 형식을 사용합니다.

Maximum
simultaneous
consolidations(최
대 동시 통합 수)

텍스트
필드

NOTE: 기본 설정은 00:10:00 또는 10분입니다.
보호된 가상 컴퓨터에 대한 최대 동시 통합 수를 설정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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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UI 유형

설명

Maximum
retries(최대 다시
시도 횟수)

텍스트
필드

가상 디스크에 대한 연결 또는 제한 시간에 도달하기 전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시도하는 최대 횟수를 설정합니다.

Allow parallel
restore(병렬 복원
허용)

부울(확
인란)

NOTE: 기본 설정은 10회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에이전트 없는 가상 컴퓨터에 대해 병렬 복원을 활성화합
니다.
이 옵션을 해제하면 이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아니요(해제됨)입니다.

4.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VMware 프록시 설정 관리
VMware 프록시 설정은 VMware 디스크 저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해 VDDK(Virtual Disk Development Kit) API를 필
요로 하는 보호된 VMware ESXi 컴퓨터를 위한 것입니다. Rapid Recovery는 VMware 프록시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관련된 액세스와 가능한 시간 제한을 처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Rapid Recovery Core와 함께 자동으로 설
치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Core 설정 페이지에서 서비스 시간 제한 설정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
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VMware 프록시를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VMware 프록시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VMware 프록시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시간 제한 설정을 수정합니다.

표 23. VMware 프록시 설정 정보
UI 요소

설명

연결 제한 시간

VMware 프록시가 VMware 디스크 저장소에 연결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기 전에 경
과해야 하는 최대 시간을 hh:mm:ss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5분입니다(00:05:00).

읽기/쓰기 제한 시간 VMware 프록시가 VMware 디스크 저장소에 읽기 또는 쓰기를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
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최대 시간을 hh:mm:ss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5분입니다(00:05:00).
서비스 시작 제한 시 Rapid Recovery가 VMware 프록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기 전
간
에 경과해야 하는 최대 시간을 hh:mm:ss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은 5분입니다(00:05:00).
서비스 중지 제한 시 Rapid Recovery가 VMware 프록시 서비스를 중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기 전
간
에 경과해야 하는 최대 시간을 hh:mm:ss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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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NOTE: 기본 설정은 1분입니다(00:01:00).

3.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
장하지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X를 클릭합니다.

vFoglight 설정 구성
Core 설정에 vFoglight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보호된 VM에 대한 vFoglight URL이 요약 페이지에 표시됩니
다. 이 URL을 클릭하면 vFoglight의 VM에 대한 정보가 열립니다.
vFoglight 서버를 Rapid Recovery Core 서버와 통합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vFoglight 구성을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 오른쪽에서 vFoglight 제목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vFoglight 구성 설정이 표시됩니다.

3.

다음 표에서 설명한 대로 vFoglight 설정을 수정합니다.

표 24. vFoglight 연결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https 사용

보안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보안 HTTPS가
기본값입니다.

호스트

vFoglight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Foglight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포트

적절한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 포트는 3289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vFoglight 서버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인증 토큰

Core가 vFoglight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Foglight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릭하여 저장하지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합니다.

를클

Core 수준 도구
Core 설정을 구성하는 작업 외에도 다음 표에 설명된 Core 수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25. 다른 Core 수준 도구
UI 요소

설명

시스템 정보

Rapid Recovery에서는 시스템 정보, 로컬 볼륨, 탑재된 볼륨, Replay 엔진 연결 등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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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이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로그 파일
다운로드

Rapid Recovery Core의 다양한 작업에 대한 정보가 Core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가능
한 문제를 진단하려면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Core 로그 액세스 및 보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로그 액세스을(를) 참조하십시오.
각 보호된 시스템도 작업 로그를 저장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를 다운로드하는 야간
작업을 선택하면 이 로그를 Core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야간 작업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에 대해 야간 작업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 야간 작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 이해
Rapid Recovery에서는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정보, 로컬 볼륨에 대
한 정보, 마운트된 볼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창에서는 다음 표에 설명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 26. 시스템 정보
UI 요소

설명

호스트 이름

Rapid Recovery Core의 컴퓨터 이름.

OS 버전

Rapid Recovery Core에 설치된 운영 체제 버전.

OS 아키텍처

Rapid Recovery Core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 및 설계를 나열합니다. 칩셋이 포
함될 수 있고 64비트 시스템을 나열합니다. Rapid Recovery Core는 64비트 시스템만 지
원합니다.

메모리(실제)

Core 컴퓨터에 설치된 RAM(Random Access Memory) 크기를 나열합니다.

표시 이름

구성 가능한 Core의 표시 이름을 보여줍니다(Core 일반 설정 구성 참조).

정규화된 도메
인 이름

Core 컴퓨터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표시합니다.

메타데이터 캐
시 위치

메타데이터 캐시 위치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기본 캐시 위치

기본 중복 제거 캐시 위치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보조 캐시 위치

보조 중복 제거 캐시 위치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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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창에 포함되어 있는 Core 컴퓨터에 대한 저장소 볼륨에 관한 정보: 이름, 장치 ID, 파일 시스템, 원시 용량, 포
맷된 용량, 사용한 용량 및 마운트 지점.
Replay 엔진 연결 창에는 현재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ID, 로컬 끝점, 원격 끝점, 마
운트된 이미지 에이전트 ID, 마운트된 이미지 ID, 마운트된 이미지 표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운트가 쓰기 가능
한지 확인하고 인증된 사용자, 읽은 바이트, 쓴 바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Mounts(마운트) 페이지에서 Core에 로컬로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 분리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복구 지점 분리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 보기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에는 일반 정보, 로컬 볼륨에 대한 정보 및 Core에 탑재된 볼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 이해을(를) 참조하십시
오.
Core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보려면 이 절차에 있는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보호된 특정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시스템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시스템 정보

를 클릭합니다.

Core 로그 액세스
Rapid Recovery Core의 다양한 작업에 대한 정보가 Core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 AppRecovery.log 파일은
기본적으로 C:\ProgramData\AppRecovery\Logs 경로에 저장됩니다.
NOTE: 사용자 설정에 따라 AppRecovery 디렉터리가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를 보려면 폴더 옵션 제어판을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를 표시하도록 변경해야 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설정이 알려진 파일 형식에 대한 확장명을 숨기는 옵션을 포함하는 경우, Core 로그 파일은
.log 확장명 없이 AppRecovery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re 로그에는 완료된 Core 작업, 연결 실패, Core의 일부에서 라이센스 포털에 문의를 시도한 결과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Core 로그 파일에 저장된 각 문의 서두에는 4개의 한정자: INFO, DEBUG, ERROR, WARN 중 하나가
옵니다. 이러한 한정자는 문제를 진단할 때 로그에 저장된 정보의 특성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마찬가지로, Core와 통신을 시도한 내용의 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이 각 보호된 시스템에도 저장됩니
다. 시스템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로그 액세스 기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Quest Rapid Recovery 지원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로그에 액
세스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See also: Core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See also: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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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Core에서 오류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Core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오류 또는 문제를 확인하거나 Quest 서비스 담
당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2.
3.
4.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를 클릭합니다.
로그
를 클릭합니다.

Core

페이지에서
로그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ore AppRecovery.log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Core

Core AppRecovery.log 열기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로그 파일을 열려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텍스트 기반 로그 파일을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예:
메모장)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Core AppRecovery.log 파일이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립니다.

•

로컬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파일 저장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Core AppRecovery.log 파일이 Downloads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See also: Core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See also: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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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이 섹션에서는 Rapid Recovery에 의해 지원되는 리포지토리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 리포지토리 유형의 기능
및 특성 (중복 제거 볼륨 관리자(DVM))과보조 유형(계층화 리포지토리)에 관해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사용하는 중복 제거의 유형과 이 중복 제거 기능이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
다. 이 섹션에서는 DVM을 관리하는 방법과 리포지토리 생성과 세부 내용 조회 및 편집, 그리고 리포지토리 삭제 등
리포지토리를 계층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정 Core의 리포지토리를 다른 Core에서 여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
다.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리포지토리 이해

•

Rapid Recovery에서 중복 제거

•

DVM 리포지토리 관리

•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

•

리포지토리 검사

•

리포지토리 설정 변경

•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

•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 보기 또는 수정

•

리포지토리 삭제

리포지토리 이해
리포지토리는 Rapid Recovery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백업 스냅숏은 복구 지
점 형태로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컴퓨터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복제 또는 복원하기 전에
최소 1개의 리포지토리가 필요합니다.
Rapid Recovery 관리자가 특정 Core와 연결된 스토리지 위치(디스크 볼륨)에서 리포지토리를 명시적으로 생성합
니다. UI 또는 명령줄에서 리포지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기본 DVM 리포지
토리나 보조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마법사 워크플로에서 고급 단
계로 DVM 리포지토리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거나 현재 다른 Core에서 사
용하고 있는 기존 리포지토리로 Core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포지토리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고, 리
포지토리 설정을 보고, 리포지토리를 검사하고, 리포지토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DVM 저장소를 사용하면 저장소
위치를 추가하거나 리포지토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를 계층화하면 리포지토리를 호스팅하는 컴퓨
터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리포지토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관리 또는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에서 각각 확인하십시오.
리포지토리는 DAS(Direct Attached Storage), SAN(Storage Area Network) 또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저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기본 저장소 장치에 Rapid Recovery 리포지토리를 보관합니다. 저장소 볼륨의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이터 도메인과 같은 아카이브 저장 장치는 성능 제한으로 인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로, 클라우드 층을 이루는 NAS 파일러 같은 장치는 기본 저장소 장치로 사용될 때 성능 제한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에는 리포지토리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DAS는 가장 높은 데이터 대역폭 및 가장 빠른 액세스 속도를 제공하며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6 저장소와 함께 DAS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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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기술 문서 118153을 참조하십시오(Repository Options: DAS(Direct Attached Storage), SAN(Storage Area
Network) 또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기본 DVM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는 지정한 하위 디렉터리(예: E:\Repository)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볼
륨의 루트(예: E:\) 위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만들 때 디렉터리는 지정할 수 없지만 컨테
이너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컨테이너를 선택하거나 새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DVM리포지토리는 기본 저장소에 사용되며, 이 경우에 복구 지점은 Core에서 직접 지정된 저장소 장치로 저장합니
다.
계층화 리포지토리는 보조 저장소에 사용됩니다. 이 모델에서 복구 지점은 기본 DVM 리포지토리에서 사용자가 지
정하는 보조 저장소 볼륨으로 재배치됩니다. 복구 지점은 복시 및 검증된 후에 기본 리포지토리에서 제거되어 백업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NOTE: 릴리스 6.2의 경우, 리포지토리 계층화는 Quest DR 시리즈 백업 및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에서만
지원됩니다.
단일 Core에 대하여 정의된 DVM 및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어떤 식으로든 조합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두 리포지
토리 유형이 Core에 모두 추가된 경우에는 리포지토리 페이지에 각 유형을 따로 나열하는 별도의 창이 표시됩니다.
기본 리포지토리가 먼저 나열되고, 계층화(보조) 리포지토리가 뒤에 나열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Rapid Recovery에서 지원하는 각 리포지토리 유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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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리포지토리. 이 리포지토리 형식에서는 DVM(중복 제거 볼륨 관리자)을 사용합니다.
•

DVM은 복구 지점 저장에 사용되는 기본 리포지토리 기술입니다.

•

DVM 리포지토리는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

DVM 리포지토리는 여러 개의 볼륨(단일 Core에서 최대 255개의 리포지토리)을 지원합니다.

•

DVM 리포지토리를 만들 때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 나중에 범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만 DVM 리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DVM 리포지토리 볼륨은 로컬(Core 서버에 연결된 저장소) 또는 CIFS(Common Internet File System) 공유
위치의 저장소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존AppAssure 설치를 업그레이드할 때와 새Rapid Recovery 설치를 사용할 때 이 리포지토리 유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DVM 리포지토리는 여러 가지 저장소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저장소 유형에는 SAN(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DAS(직접 연결 저장소), NAS(네트워크 연결 저장
소)가 있습니다.

•

8GB RAM 필요(가급적이면 ECC(오류 검사 및 수정) 메모리 사용)

•

Core 컴퓨터에서 쿼드 Core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

호스트당 여러 개의 DVM 리포지토리를 지원합니다.

•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VM 리포지토리는 Core와의 통신 및 이벤트 추적을 위해 기본 Core 서
비스를 사용합니다.

•

각 DVM 리포지토리는 리포지토리 범위(저장소 위치라고도 함)를 최대 4,096개까지 지원합니다.

•

고정된 크기. DVM 리포지토리에서는 볼륨의 리포지토리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볼륨 크기를 초과하는 크
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소 위치로 정의한 각 볼륨에는 최소 1GB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
다.

•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 또는 동적 디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Core Console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표준 암호화(Core 기반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리포지토리에서(또는 암호화 키가 사용된 경우 각 리포지토리 내의 암호화 도메인 전체에서) 데이터를
중복 제거합니다.

•

Core 설정에서 구성 가능한 저장소 위치와 함께 크기 조정이 가능한 전용 DVM 중복 제거 캐시를 사용합니
다.

•

Core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처리되며 데이터 쓰기, 리포지토리에 스냅숏 데이터를 Core에 로컬로 저장에 최
적화되어 있습니다.

•

만든 후에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

REST API,Rapid Recovery Command Line Management 유틸리티(cmdutil.exe) 또는 Windows PowerShell
cmdlet를 사용하여 이 유형의 새 리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DVM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경우Rapid Recovery Core에서 지정된 위치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에 필요한 저장소
공간을 사전 할당합니다. 최소 DVM 리포지토리 크기는 1GB이며, 이 크기는 테스트 목적을 제외한 실질적인 용도
로는 너무 작습니다.
DVM 중복 제거에는 기본 및 보조 캐시가 필요하므로 예약한 저장소 공간은 중복 제거 캐시의 두 배가 되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Core의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에 1.5GB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캐시 볼륨에 3GB를 예약합니다.
캐시의 기본 설치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참고 항목: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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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 리포지토리. 계층화 리포지토리는 Rapid Recovery 릴리스 6.1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계층화 리포지토리 기술은 보조 저장소에만 사용됩니다.

•

아직 아카이브를 위해 지정되지 않은 (1주일 이상 된) 기존의 복구 지점은 기본Rapid Recovery DVM 리포지
토리로부터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존 기간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

계층화 리포지토리는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

현재 계층화 리포지토리는Quest DR 시리즈 백업 및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버전 4.0에서만 지원됩니다.

•

보조 저장소로 계층화된 복구 지점은 암호로 보안이 유지되며 롤업이 적용됩니다. 보존 정책 및 롤업은 새 위
치에서 Core로 계속 관리됩니다.

•

롤업이 밤마다 계속됨에 따라 새 복구 지점이 지속적으로 계층화됩니다. 보호된 컴퓨터로 복구 지점을 볼 때
계층화되는 복구 지점은 금색 데이터베이스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기본 DVM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복구 지점은 보조 리포지토리로 계층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층화를 지원하는 DR
어플라이언스에서 CentOS 운영 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DVM 리포지토리는 해당 어플라이언스에서 지원되지 않
습니다.
리포지토리 저장소에 물리적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사용하기
Quest DL4300 백업 및 복구 어플라이언스에서 Rapid Recovery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VM 및 계층화 리포지토리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6.2에서 계층화 리포지토리는 DR 백업과 운영 체제 4.0을 실행하는 중복 제거 어플
라이언스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DL에서 관리되는 계층화 리포지토리는 용량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DL Appliance에 연결된 DVM 리포지
토리에서 DR 어플라이언스의 보조 저장소로 복구 지점을 계층화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복구 지점에 소비된 공간은
DL 용량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L Appliance로부터 복구 지점을 아카이브하고 이 아카이브를 DR에 저장하는 것
이 더 비용 효과적입니다.
Rapid Recovery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테스트한 다른 저장소, 백업, 복구 또는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는 없습니다. 사용자 책임하에 진행합니다.
올바른 RDS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 체제 4.0을 실행하고 있다면 가상 DR2000v를 계층화 리포지토리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아직 Rapid Recovery Core 릴리스 6.2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See also: DVM 리포지토리 관리
See also: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

Rapid Recovery에서 중복 제거
중복 제거는 저장소 요구 사항과 네트워크 부하 모두를 줄여주는 데이터 압축 기술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디스
크에 단 한 번만 고유한 데이터 블록을 물리적으로 저장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고유한 데이터 블록이 기본 리
포지토리 내에서 두 번째 발생하면 Core가 데이터에 대한 가상 참조를 리포지토리에 저장합니다.
중복 제거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캡처한 백업 스냅숏에서 수행됩니다..
•

백업 정보는 단일 리포지토리 내에서 중복 제거됩니다. 여러 리포지토리에서 중복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DVM 리포지토리는 대상 기반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보안을 위해 데이터 중복 제거 전에 암호화가 수행됩니
다. 중복 제거는 단일 암호화 키 내에서 보호된 데이터로 더욱 제한됩니다.

중복 제거 캐시가 가득 차면 데이터 중복 제거 작업은 최적화 상태에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중복 제
거 작업은 사후 처리(블록 재확보) 작업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중복 제거 캐시의 크기가 증가한 후에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다음으로 Core는 블록을 재확보하여 리포지토리 공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Rapid Recovery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모든 유형의 중복 제거 작업을 활용합니다. 타겟 기반 중복 제거, 인
라인 중복 제거, 사후 처리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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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리포지토리에 고유 블록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
해를 참조하십시오.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을 참조
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 관리
DVM 리포지토리 관리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VM 리포지토리 생성. 리포지토리를 만들기 전에 적절한 기술 유형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저장소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DVM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을(를) 참조하십시오.

2.

리포지토리에 연결 중. 현재 다른 Core에서 관리하는 기존 리포지토리에 대한 연결 정보는 기존 리포지토리
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3.

새 저장 위치 추가. 새로운 저장 위치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DVM 리포지토리에 저장소 위치 추
가을(를) 참조하십시오.

4.

리포지토리 검사. 리포지토리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검사을(를) 참조하십시오.

5.

리포지토리 설정 수정.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 확인 또는 리포지토리 설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 보기 또는 수정

6.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
토리 최적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DVM 리포지토리를 최적화하는 작업 단계를 보려면 DVM 리포지토
리 최적화을(를) 참조하십시오.

7.

리포지토리 삭제. 리포지토리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삭제을(를) 참조하십시오.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
이 프로세스는 DVM(중복 제거 볼륨 관리자) 리포지토리 기술을 사용하여 Core에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DVM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대한 관리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이 리포지토리 유형은 저장소 위치로 정의한 볼륨에 최소 1GB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

DVM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는 Core 서버에 연결된 로컬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에 있어야 합니다.

•

Core 서버는 DL Series 어플라이언스(DL1000 포함)이거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반 Windows 서버일 수 있습니다.
NOTE: DVM 리포지토리는 DR 시리즈 디스크 백업 및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DR
어플라이언스는 자체 중복 제거를 사용합니다. 이 중복 제거는 Rapid Recovery Core가 DVM 리포지토리에
적용하는 중복 제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DVM 리포지토리에 원래 저장된 복구 지점의 보조 저장소로 사용할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면 계층화 리포
지토리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를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페이지 상단의 리포지토리 페이지 제목 아래에서 생성 옆에 있는
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DVM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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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포지토리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27. 새 리포지토리 설정 추가
텍스트 상자

설명

리포지토리 이
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시 작업

리포지토리에서 지원하려는 동시 요청의 수를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64입니다.

주석

(선택 사항) 이 리포지토리에 대해 설명하는 메모를 입력합니다. 최대 25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VM Repository 2를 입력합니다.

5.

이 리포지토리에 대한 특정 저장소 위치 또는 볼륨을 정의하려면 저장소 위치 추가를 클릭합니다. 충분한 저
장 공간이 있는 빠른 기본 저장소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DVM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는 로컬(Core 서버
에 연결된 저장소) 또는 CIFS(Common Internet File System) 네트워크 공유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 저
장소 위치에 둘 모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치를 지정하지 마십
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
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
의하는 경우 볼륨(예: E:\)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저장소 위치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6.

리포지토리에 대한 특정 저장소 위치 또는 볼륨을 정의하려면 저장소 위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볼륨은 기
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7.

저장소 위치 영역에서 저장소 위치에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로컬로 연결된 저장소 볼륨(예: 직
접 연결 저장 장치,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결 저장 장치)을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FS
공유 위치에 저장소 볼륨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로컬 디스크에 파일 추가를 선택하여 로컬 컴퓨터를 지정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
다.

표 28. 로컬 디스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데이터 경로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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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는 CIFS 공유에 파일 추가를 선택하여 네트워크 공유 위치를 지정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
를 입력합니다.

표 29. CIFS 공유 자격 증명
텍스트 상자

설명

UNC 경로

네트워크 공유 위치에 대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위치가 루트에 있는 경우 전용 폴더 이름(예: Repository)을 정의합니다.

경로는 \\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
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
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네트워크 공유 위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암호

네트워크 공유 위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를 지정합니다.

8.

저장소 구성 영역에서 추가 세부정보를 클릭하고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저장소 위치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30.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크기

저장 위치의 크기 또는 용량을 설정합니다. 최소 크기는 1GB입니다. 기본값은 250MB입니
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GB

•

TB
NOTE: 볼륨 크기를 초과하는 크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소위치가 Windows 8 이상 또는 Windows Server 2012 이상을 사용하는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 볼륨인 경우 파일 크기 제한은 256TB입니다.
NOTE: Rapid Recovery에서 운영 체제의 유효성을 검사하려면 사용할 저장소
위치에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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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SP2 또는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9.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소 위치 추가 대화 상자 및 설정이 저장됩니다. 새 리포지토리 추가 대화 상자에 새로운 저장소 위치가
나타납니다.

10. 또한 리포지토리에 대한 추가 저장소 위치를 추가하려면 6단계에서 9단계를 반복합니다.
11. 이 때 리포지토리에 생성하려는 모든 저장소 위치가 정의되면 새 리포지토리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생성을 클
릭합니다.
새 리포지토리 추가 대화 상자가 닫히고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나며 DVM 리포
지토리 요약 표에 새롭게 추가된 리포지토리가 표시됩니다.

기존 DVM 리포지토리에 저장소 위치 추가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DVM 리포지토리가 사용자의 리포지토리에 있어야 합니다.
DVM 리포지토리에 저장 위치를 추가하여 리포지토리나 볼륨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나 볼륨의 저장 위치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DVM 리포지토리 창이 나타납니다.
3.

리포지토리 요약 표의 저장소 위치를 추가하려는 DVM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서
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저장 위치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세히 옵션) 드

저장소 위치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저장 위치에 대한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파일을 로컬 디스크 또는 CIFS 공유에 추가할 수 있
습니다.
•

로컬 디스크에 파일 추가를 선택하여 로컬 컴퓨터를 지정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
다.

표 31. 로컬 디스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데이터 경로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에 대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백이나 특수 문자 없이 영문자나 하이픈, 마침
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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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는 CIFS 공유에 파일 추가를 선택하여 네트워크 공유 위치를 지정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
를 입력합니다.

표 32. CIFS 공유 자격 증명
텍스트 상자

설명

UNC 경로

네트워크 공유 위치에 대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위치가 루트에 있는 경우 전용 폴더 이름(예: Repository)을 정의합니다.

경로는 \\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
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
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네트워크 공유 위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암호

네트워크 공유 위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를 지정합니다.

5.

저장소 구성 창에서 추가 정보를 클릭하고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저장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33. 저장 위치 세부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크기

저장 위치의 크기 또는 용량을 설정합니다. 기본 크기는 250GB입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GB

•

TB
NOTE: 최소 크기는 1GB입니다. 볼륨 크기를 초과하는 크기를 지정할 수 없습
니다.
저장 위치가 Windows 8, 8.1 또는 Windows Server 2012, 2012 R2 또는 2016을 사
용하는 NTFS 볼륨인 경우 파일 크기 제한은 256TB입니다.
NOTE: Rapid Recovery에서 운영 체제의 유효성을 검사하려면 사용할 저장소
위치에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목차
기존 DVM 리포지토리에 저장소 위치 추가

75

텍스트 상자

설명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SP2 또는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6.

또한 선택한 리포지토리에 대해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이름]에 대한 리포
지토리 최적화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Quest에서는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소 위치를 추가할 때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
다. 이 작업은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중복 제거를 적용하여 여유 공간을 최적화합니다.
리포지토리의 크기, 리포지토리의 데이터 분량,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 시스템 입/출력 시 기존 부하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때 상당한 시간과 대역폭이 소요될 수 있습
니다.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7.

저장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저장소 위치가 저장됩니다.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를 확장하는 경우 생성한 저장소 위치
가 리포지토리 요약 표에 표시됩니다.

DVM 리포지토리의 무결성 검사 정보
AppAssure 릴리스 5.3.6 및 이전 릴리스에서는 복제에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로 복구 지점을 정기적으로 복사하
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복구 지점은 소스 Core에서만 롤업되었습니다. 오래된 복구 지점을 합
쳐서 매일 야간 작업을 실행할 때 동기화했습니다.
AppAssure 버전 5.4.1 및 Rapid Recovery Core의 최신 릴리스부터는 사용자가 소스와 대상 Core 사이에 서로 다
른 보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보존 정책으로 복제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대상 Core에 소스 Core
와 동일한 소프트웨어 버전(또는 이상 버전)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제 소스 Core와 다른 속도로 대상 Core에서 롤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복제된 컴
퓨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Core보다 세분성을 줄이고 빠르게 대상
Core에서 복구 지점을 롤업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상 Core에서 느린 속도로 선택한 복제된 컴퓨
터에 대한 복구 지점을 롤업하여 세분성을 높이면 규정 준수에 유용합니다. Core에서 기본값과 다른 보존 정책을
사용하는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고객은 AppAssure 릴리스 5.3.6 이전의 대상 Core로 복제된 복구 지점에서 비일관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pAssure 릴리스 5.4.1 이상에는 각 DVM 리포지토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 Core 작업이 포
함되었습니다. Quest은(는) 리포지토리가 5.4.x 이전 릴리스에서 생성된 경우(릴리스 5.3.x 또는 이전 릴리스에서
생성된 경우) 복제된 대상 Core의 각 DVM 리포지토리에서 단일로 무결성 검사 작업을 한 번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
니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DVM 리포지토리에서 무결성 검사 수행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무결성 검사 작업은 다음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AppAssure 릴리스 5.4.1 이상 또는 Rapid Recovery에서 생성된 대상 Core의 새 DVM 리포지토리에서.

•

소스 Core에서.

•

이미 무결성 검사 작업(또는 리포지토리 검사 작업)을 실행한 리포지토리에서.

•

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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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를 AppAssure 5.3.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복제를 사용한 경우 소스 Core와 대상 Core 간에 서로 다른 보
존 정책을 구성하거나 복제된 컴퓨터에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구성하기 전에 이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적합한 리포지토리가 한 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5.4.x 이전 생성 및 아직 수행되지 않음) 이 작업이 나타나지
않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실행하면 각 스냅숏 또는 기본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모
든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무결성 검사에서 리포지토리의 데이터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이 중단됩
니다. Core에서 실행한 작업에 대한 이벤트 세부 정보에는 지원 담당자와 함께 데이터 불일치를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수행할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에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CAUTION: 이 작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리포지토리 및 기본 저장소
시스템 있는 데이터 크기 및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리포지토리에서 전송(스
냅숏 및 기본 이미지 백업, 복제) 및 야간 작업 등을 포함한 다른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 다른 리포지토리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작업은 리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콘텐츠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리포지토리를 마운트하고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Checking repository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
리 검사을(를)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에서 무결성 검사 수행
무결성 검사를 DVM 리포지토리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체 DVM 리포지토리의 무
결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AppAssure 5.3.x에서 릴리스 5.4로 업그레이드할 때 복제된 대상 Core에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는 도중에 리포지토리에서 다른 작업을 수
행할 수 없습니다.
대상 Core에 여러 리포지토리가 있으면 리포지토리마다 이 프로세스를 한 번씩 수행합니다.
NOTE: 리포지토리 검사 작업을 이미 완료한 대상 Core에 다른 DVM 리포지토리가 있거나 이 대상 Core의
새 리포지토리를 추가로 만들 경우, 지정된 DVM 리포지토리에서 리포지토리 검사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해
당 2차 리포지토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요약 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기존 DVM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 있는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무결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AUTION: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리포지토리에서 전송(스냅숏 및 기본 이미지 백업, 복제) 및 야간 작업 등을 포
함한 다른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리포지토리 검사 대화 상자에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큐에 대기 중이었거나 진행 중이었던 모든 작업이 취소되고 무결성 검사 작업이 시작
됩니다.

5.

검사 후에 추가 단계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등 리포지토리에 대한 무결성 검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려면 아이콘 표시줄에서

6.

작업 페이지에서 작업에 대해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작업 세부 정보를 클릭하여 작업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이 작업의 하위 직업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기록하고 Quest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무결성 검사 작업에서 모든 하위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리포지토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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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정보
DVM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면 각 스냅숏에서 캡처하는 데이터가 중복 제거됩니다. 이 중복 제거는 스냅숏이 리포지
토리에 저장될 때마다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각 정보 문자열 중 하나의 발생 빈도가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정
보 문자열이 중복 제거되면 중복 제거 캐시에서 원래 문자열에 대한 참조가 사용되므로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공간
이 절약됩니다.
DVM 중복 제거 캐시가 가득 차면 캐시에서 이미 참조된 스냅숏 데이터만 중복 제거됩니다. 중복 제거가 발생하면
캐시는 계속 새 고유 값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캐시에서 가장 오래된 값을 덮어씁니다. 이는 최적 중복 제거가 수행
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중복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의 최적 중복 제거가 지속하도록 DVM 중복 제거 캐시가 가득 차기 전에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중복 제거 캐시가 가득 찬 뒤에도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캐시 용량을 늘린 뒤에 리포지토리에서 공간을 확보하
려면 리포지토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스냅숏의 데이터가 중복 제거 캐시의 정보와 비교됩니다.
리포지토리에서 반복 문자열이 발견되면 해당 데이터가 데이터에 대한 참조로 대체되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공
간이 절약됩니다. 이 중복 제거 프로세스는 스냅숏 데이터가 전송될 때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요청에 따라 발생하므로 오프라인 중복 제거라고도 합니다.
최적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서 집약적입니다. 이 작업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
다. 리포지토리 크기, 리포지토리에 있는 데이터의 양,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 시스템 입출력의 기존 부하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됩니다. 리포지토리에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작업이 오래 실행됩니다.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이 발생하면 다음 동작이 대체 또는 취소됩니다.
•

모든 복구 지점 작업 삭제

•

복구 지점 체인 작업 삭제

•

리포지토리 작업 유지 관리

•

복구 지점 작업 기준 삭제

•

리포지토리 작업 최적화

기존 DVM 리포지토리를 최적화하는 단계는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은 필요하면 제한된 시간 동안 인터럽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최
적화 중단 또는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Core에 DVM 리포지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DVM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포지토리 최적
화 작업 실행을 통해 수행됩니다.
NOTE: Quest에서는 중복 제거 캐시 크기를 늘린 후에만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
다. 이 작업을 통해 리포지토리 공간을 확보하고 DVM 중복 제거 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DVM 리포지토리를 최적화하려면 이 절차에 있는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Repositories(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DVM 리포지토리 창에서 최적화할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 있는
화를 선택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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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확인을 요청하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클릭하여 최적화를 확인합니다.
최적화 작업은 대부분의 다른 작업보다 우선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최적화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
다. 이 작업 중단 또는 다시 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중단 또는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중단 또는 다시 시작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DVM 리포지토리가 Core에 있어야 하며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이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시작하면 선택한 DVM 리포지토리가 중복 제거됩니다. 이 중복 제거 최적화는 리포지토
리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정보을
(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을 시작하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제거가 일시 중지됩니다. 이미 최
적화를 중단한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절차는 DVM 리포지토리와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Repositories(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DVM 리포지토리 창이 나타납니다.
3.

최적화 작업을 중단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리포지토리 요약 표에서 적절한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 있는
음 최적화 작업 중단을 선택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

중단을 확인하는 경고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b.
4.

클릭하여 중단을 확인합니다.

중단된 최적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리포지토리 요약 표에서 적절한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 있는
음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

최적화 확인을 요청하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b.

대화 상자에서 중단된 지점부터 작업 계속 옵션을 선택하고 예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를 닫고 마지막으로 중단된 지점부터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
계층 리포지토리는 복구 지점을 기본 DVM 리포지토리에서 재배치할 수 있는 Core에 정의된 보조 리포지토리입니
다.
이동하면 복구 지점이 기본 DVM 리포지토리에서 삭제됩니다. Core는 롤업되고 삭제될 때까지 재배치된 복구 지점
을 계속 관리합니다.
백업 데이터를 계층화하려면 DVM 리포지토리의 복구 지점에서 계층화를 시작하는 시기를 정의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 페이지에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복구 지점을 계층 리포지토리로 재배치하기 전에 Rapid Recovery Core에 보조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층 리포지토리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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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층 리포지토리 생성. 오래된 복구 지점을 보조 리포지토리로 계층화하려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먼저 계층 리포지토리를 정의해야 합니다. 릴리스 6.2에서 계층화는 OS 4.0을 실행하는 DR 시
리즈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에서만 지원됩니다. 리포지토리에는 DR 어플라이언스에 고유한 RDS 서비스
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계층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층화 리포지토리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2.

리포지토리에 연결 중. 기존 계층 리포지토리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을 참조하
십시오.

3.

보존 기간 정의. Core에 계층 리포지토리를 추가한 후에는 복구 지점 시한을 보유 기간에 정의하여 DVM 리
포지토리에서 계층 리포지토리로 계층화를 시작하십시오. 특정 보호 컴퓨터에 대해 사용자 지정된 보존 정
책을 사용하여 계층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한 보호받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 계층화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에 대한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에서 확인하십시오.

4.

리포지토리 설정 수정. 리포지토리 설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 보기
또는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5.

리포지토리 검사. 리포지토리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검사를 참조하십시오.

6.

리포지토리 삭제. 리포지토리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삭제을(를)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계층화 리포지토리 생성
이 프로세스에서는 Core에서 보호되는 컴퓨터 백업의 보조 저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릴리스 6.2에서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위해 유일하게 지원되는 물리적 위치는 OS 4.0을 실행하는
DR 시리즈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보존 정책을 계층으로 설정하여 DVM 리포지토리에서 DR 어플
라이언스의 계층화 리포지토리로 복구 지점이 재배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R 어플
라이언스에는 RDS(Rapid Data Storage)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기본 DVM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면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장소 볼륨 중 128GB가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 사전용으로 예약됩니다.

•

Core 서버는 Rapid Recovery 운영 체제 및 파일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크기의 소프트웨어 기
반 Windows 서버일 수 있습니다. DL1000 또는 DL4000 이외의 다른 DL 백업 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습니
다. 이러한 어플라이언스 모델은 현재 DVM 리포지토리만 지원합니다.
NOTE: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을(를) 참조하십시오.

•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고 하는 DR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R 어플라이언스의 호스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씬 프로비저닝된 저장소 볼륨의 리포지토리 볼륨은 운영 체제에서 소비된 공간의 양을 표시합니다. 씩 프로비저닝
된 볼륨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드라이브 전체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보고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
로 리포지토리를 모니터링하면 리포지토리 볼륨이 채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보고서를 수동
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자
동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예약을(를) 참조하십시오.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최적화하려면 이 절차에 있는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페이지 상단의 리포지토리 페이지 제목 아래에서 생성 옆에 있는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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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생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4.

연결 페이지의 서버 텍스트 필드에서 연결하여 리포지토리를 추가하려는 컴퓨터의 IP 주소 또는 네트워크 서
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RDS 서비스는 DR 어플라이언스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RDS 서버가 있으며 운영 체제 4.0이 실
행되는 경우 이 서버에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R 어플라이언스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올
바른 RDS 서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이 단계로 돌아옵니다.

5.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34. 구성 페이지 설정
리포지토리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됩니다. 제안된 이름
은 이 Core에 현재 존재하는 리포지토리 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
리의 경우 제시된 이름은 Repository 1이고, 두 번째 리포지토리의 경우 제시된 이름은
Repository 2입니다.
2개 이상의 기술 유형 리포지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름에 유형을 포함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예: TieringRepository1).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석

이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리포지토리에 저장한 정보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리포지토
리에는 Accounting 도메인에 있는 모든 SQL 및 Exchange Server의 오래된 복구 지점이
보존됩니다.")
이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그룹 및
컨테이너 옵션

6.

1다음과 같이 계층화 리포지토리 옵션을 선택합니다.
•

기본 저장소 그룹 및 컨테이너 사용을 선택하여 기본 위치에서 리포지토리의 구조
를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기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층화 리포지토리의 구조를 지정하려면 기존 저장소 그룹 및 컨테이너 선택을 선
택하고 해당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저장소 그룹 및 컨테이너 옵션을 잘 알고
있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옵션입니다.

보안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생성하는 Core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이 리포지토리 정보에 액세스하
지 못하게 차단하려면 고유한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보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는 선택적 예방 조치입니다. 리포지토리에 이미 보안이 설정되어 있지만 Rapid Recovery Core에 액
세스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서 이 리포지토리를 열려고 할 때 이
러한 보안 옵션이 적용됩니다. 추가 보안의 경우 Core 수준의 암호화 키를 적용하여 보호된 모든 컴퓨터에 대
해 백업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를 보호하지 않고 계층화 리포지토리 생성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고
유한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보호 옵션을 지우고 마침을 클릭한 다음 안전하지 않은 저장소
경고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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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생성 마법사가 닫힙니다. 지정한 리포지토리 정보로 리포지토리 생성 작업이 즉시 시작됩니다.
이 작업 및 그에 따른 리포지토리 생성은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립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계층화 저장소 창
이 리포지토리 아래쪽에 나타나 방금 추가한 새로운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보여줍니다.
7.

필요한 경우 계층화 리포지토리 생성 작업의 진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보기을
(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검사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면 Core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리포지토리 볼륨에 대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류는 Core의 비정상 종료, 리포지토리의 마운트 또는 분리 실패, 하드웨어 장애 또는 그 밖에Rapid
Recovery 기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낮은 IP 스택 요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모든 리포지토리 기술 유형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리포지토리 검사

•

리포지토리 탑재

•

리포지토리에서 복구 지점을 로드합니다.

DVM 리포지토리에 대해서만 검사를 통해 "리포지토리에 대한 중복 제거 캐시 재계산" 작업을 수행합니다.
NOTE: 이 절차는 진단용으로만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장애, Core의 비정상적인 종료 또는
리포지토리를 가져올 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 검사를 실행합니다.
1.
2.

3.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Repositories(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를 검사하려면 모든 리포지토리 기술 유형에 요약 표의 아무 행에서나
다음에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리포지토리 검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리포지토리 검사 대화 상자에서는 이 리포지토리와 연결된 모든 활성 작업이 취소됨을 알리고 계속 진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버튼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작업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리포지토리 유지 관리 작업을 선택
하여 작업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활성 작업을 취소하고 리포지토리 검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리포지토리 설정 변경
이 절차에서는 Core에 작동하는계층화 리포지토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DVM 리포지토리의 리포지토리 설
정을 보거나 변경하려면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 보기 또는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설정에서 표시 이름, 설명, 보안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다.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에

2.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 계층화 창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업데이트하려는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서

를 선택합니

리포지토리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설정을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설정 편집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4.

구성 페이지에서 아래 표에 설명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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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 예: 리포지토리 1.

주석

이 리포지토리와 연결하려는 노트 또는 설명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보안 옵션 페이지에서 이 Core와 라이센스 번호가 동일한 Core만 리포지토리와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을 수
립하기 위해 고유한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보호를 선택합니다.
NOTE: 이 단계는 선택적 예방 조치입니다. 리포지토리에 이미 보안이 설정되어 있지만 Rapid
Recovery Core에 액세스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서 이 리포
지토리를 열려고 할 때 이러한 보안 옵션이 적용됩니다. 추가 보안의 경우 Core 수준의 암호화 키를 적
용하여 보호된 모든 컴퓨터에 대해 백업할 수 있습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8.

이전 단계에서 리포지토리에 보안 조치를 추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리포지토리 보안 해제 경고 대화 상
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클릭하여 라이센스 키로 리포지토리를 보호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변경 내용이 리포지토리에 적용됩니다.

리포지토리 설정 편집 마법사가 닫힙니다. 리포지토리 설정을 변경한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원래 Core에 대한 적절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하며, 로컬 또는 네트워크 경로, IP 주소 또는
서버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CAUTION: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이 있는 리포지토리 및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계층화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한 Core에서 해당 리포지토리를 연결 해제해야 합니다. 리포지토
리 연결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연결 해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다른 Core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DVM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는 경우 다른 전제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작동하는 다른 Core에 소유된 DVM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는 경우 먼저 임박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해
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원래 Core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해당 Core의 컴퓨터 보호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

그런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안 원래 Core의 Core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이 절차에 설명된 대로 리포지토리를 새 Core에 연결한 후 원래 Core로 돌아갑니다. 계속 보호하는 모든 컴
퓨터에 리포지토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런 다음 원래 Core에서 Core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보호 일시 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서비스 종료 및 다시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서비스 다시 시작 또는 종료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현재 다른 Core에서 관리되는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을 완료하면 리포지토리의 소유권이 원래 Core에서 현재 Core로 변경됩니다. 리포지토리에 연결되고 나면 정보는
원래 Core가 아닌 두 번째 Core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대상 리포지토리는 공유 네트워크 위치 또
는 두 번째 Cor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저장소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원래 Core가 작동 중단되어 대체 Core를 가동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나중에 두 번째 Core에서
세 번째 Core(또는 원래 Core)로 다시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리포지토리가 손실된 원래 Core는 사용 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끄거나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거나 Core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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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 리포지토리는 고유한 라이센스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보안 설정을 선택하면 권한 없는
개인이 사용자 리포지토리 제어권을 다른 리포지토리에 넘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라이센스로 리포
지토리를 보호하는 경우 라이센스 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관리자만 사용자 리포지토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포
지토리 설정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설정 변경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기존 DVM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려면 기존 항목에 연결 옆에 있는 드롭다운
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클릭한 다음 DVM 리포

기존 DVM 리포지토리 연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6단계로 이동합니다..

5.

기존 계층화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려면 기존 항목에 연결 옆에 있는 드롭다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7단계로 이동합니다.

6.

기존 DVM 리포지토리 연결 대화 상자에서 열려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한 후 연결을 클릭합
니다.

메뉴를 클릭한 다음 계층화

표 35. Open Existing DVM Repository(기존 DVM 리포지토리 열기)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경로

리포지토리의 경로. 예를 들어, 로컬 경로의 경우 D:\work\machine, IP 주소의 경우 \
\10.10.99.155\repositories, 네트워크 경로의 경우 \\servername\sharename입니
다.

사용자 이름

리포지토리가 네트워크 경로를 가지는 경우 네트워크 공유에 로그인하기 위한 사용자 이
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리포지토리가 네트워크 경로를 가지는 경우 네트워크 공유에 로그인하기 위한 암호를 입
력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리포지토리가 현재 Core에 추가됩니다.
7.

리포지토리 연결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에서 이 Core에 연결하려는 리포지토리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마법사의 Core 페이지에서 해당 Core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마법사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선택한 Core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선택한 Core에
연결하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리포지토리가 사용 중임을 나타내는 오류가 표시되면 해당 Core에 로그인하고 해당 리포지토리의 소
유권을 이 Core로 이전할 준비를 합니다. 기존 보호를 일시 중지합니다. 기존 복제를 일시 중지하고 대기 중
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취소합니다. Core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정상적으로 Core 서버의 전원
을 끄고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보호 일시 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
조하십시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일시 중지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서
비스 종료 및 다시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서비스 다시 시작 또는 종료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 보기 또는 수정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를 보려면 먼저 Core에 리포지토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DVM을 생성하거나 리포지토
리를 계층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 또는 계층화 리포지토리 생성에서 각각 확
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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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
•

창에서 Core에 추가된 각

리포지토리

DVM 리포지토리가 표시됩니다.

(확장)을 클릭하면 하위 행에 DVM 리포지토리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위치가 표시됩니다.
보기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계층화 리포지토리 창에서는 3개 이상의 데이터 행이 각각의 기존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
•

맨 위 행은

RDS 서버입니다. Core당 최대 3개의 RDS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에는
니다.
3번째 열은

뷰를

저장소 그룹이 표시됩니다. 각 RDS 서버에는 최대 5개의 저장소 그룹이 포함될 수 있습
계층화 리포지토리 목록을 표시합니다.

(확장)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에서 수행하면 공간이 절약됩니다.
리포지토리 계층화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는 리포지토리 기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리포지토리 세부 정보를 보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리포지토리 유형을 선택하
여 리포지토리를 만듭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

DVM 리포지토리

•

계층화 리포지토리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른 Core의 리포지토리를 열기
위한 리포지토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리포지토리의 소유권을 사용자 Core로 변경합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항목에 연결

•

DVM 리포지토리

•

계층화 리포지토리

자세한 내용은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을(를) 참조하
십시오.
페이지에 표시된 리포지토리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새로 고침
4.

DVM 리포지토리 창의
수 있습니다.

DVM 리포지토리에 대한

(자세히 옵션)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옵션

설명

저장 위치 추가

저장 위치를 추가하여 기존 리포지토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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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NOTE: DVM 리포지토리 확장 시 먼저 보호를
일시 중지합니다. 그런 다음, 볼륨을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보호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전송 단계와 동시에 볼륨을 확
장할 때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방지
됩니다.

검사

리포지토리 검사를 수행합니다.

설정

리포지토리 설정을 보거나 수정합니다. 설정에는 다
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리포지토리 이름 보기

•

최대 동시 작업 보기 또는 변경

•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 보기 또는 변경

•

중복 제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압축 활성
화 또는 비활성화

최적화

리포지토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DVM 리포지토리 최적화 정보을(를) 참조하십시
오.

삭제

리포지토리를 삭제합니다.
CAUTION: 이 옵션은 선택한 DVM 리포지토
리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완전
히 삭제합니다.

5.

계층화 리포지토리 창의
있습니다.

RDS 서비스에 대한

(자세히 옵션)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옵션

설명

자격 증명 변경

현재 선택한 호스트와 연결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작업은 보안 유지를 위해 리포지토리의 소유
권을 변경할 때 유용합니다.
NOTE: 새 암호를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합니다.

6.

저장소 그룹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없습니다.

7.

계층화 리포지토리 창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층화 리포지토리에 대한

(자세히 옵션)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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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설정

리포지토리 설정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는 리포지토
리 설정 편집 마법사를 엽니다. 설정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서버 또는 호스트 보기

•

리포지토리 이름을 보기 또는 변경

•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 보기 또는 변경

검사

선택한 리포지토리에 대한 모든 활성 작업을 취소한
다음 리포지토리 검사를 수행합니다.

연결 해제

선택한 리포지토리를 분리합니다.
NOTE: 연결을 해제한 후 나중에 리포지토리
페이지의 상단에서 기존 항목에 연결 기능을
사용하여 리포지토리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삭제

리포지토리를 삭제합니다.
CAUTION: 이 옵션은 선택한 리포지토리와 함
께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합니다.

리포지토리 연결 해제
이 절차에서는 Core에 작동하는 계층화 리포지토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삭
제하지 않습니다. 리포지토리와 해당 내용에 대한 현재 연결을 분리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Core에서 리포
지토리에 연결하려는 경우에 이 프로세스가 유용합니다.
계층화 리포지토리의 연결을 끊으려면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합니다.

(자세히) 메뉴를 클릭한 다음

2.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연결 해제하려는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서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3.

기존 리포지토리를 연결 해제하는 작업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를 클릭

리포지토리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연결 해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리포지토리가 연결 해제되고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리포지토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리
포지토리 목록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포지토리에 다시 연결하려면 기존 리포지토리에 연결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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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삭제
리포지토리를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적절한 리포지토리 요약 표에서 삭제할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행에 있는
롭다운 메뉴를 확장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하여 드

삭제를 확인하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가 삭제되면 리포지토리에 포함된 데이터가 취소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4.

예를 클릭하여 리포지토리의 삭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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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이 섹션에서는 Rapid Recovery이(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 해당 정보가 사용되는 목적,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
호 수준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Rapid Recovery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의 제한 사항

•

Phone-home이 아닌(NPH) 라이센스 획득 및 사용

Rapid Recovery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에서 설명한 것처럼 Rapid Recovery은(는)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센스(구독, 영구, 평가판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

Phone-home 모드. 모든 라이센스는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phone-home 모드로 실행됩니다.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으)로 phone-home 라이센스를 등록할 경우 Rapid Recovery 개인식별정보(PII)를
수집합니다. 취합하는 정보와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Phone-home 모드가 아닌 경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획
득하고 등록할 경우 Rapid Recovery은(는) 사용자의 PII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Phonehome이 아닌(NPH) 라이센스 획득 및 사용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구독 라이센스 phone-home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 라이센스나 평가판 라이센스는 phone-home 모
드 및 phone-home이 아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one-home 라이센스를 등록할 경우 Rapid Recovery에 다음과 같은 PII를 수집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

Rapid Recovery Core 및 Agent에서 실행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호스트의 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

•

Rapid Recovery 라이센스와 연관된 이메일 주소.

•

라이센스 풀에 라이센스 수를 기준으로 한 라이센스 사용량.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Quest Software Inc.에 전송됩니다.
•

제품에 적합한 라이센스 조건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전송됩니다.

•

고객 지원을 위해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수집 도구를 실행하는 경우, 로그와 지정한 진단 데이터가
로컬 폴더로 수집되어 Quest에 전송되거나 또는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Amazon으로 업로드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Core의 업데이트 설정이 업데이트 확인 안 함을 제외한 다른 옵션으로 설정되었을 경
우)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전송됩니다.

•

코어와 Data Protection Portal 간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전송됩니다. Core에서 Data Protection Portal 설
정을 사용하여 이 통신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을 통해 현재 유효한 지원 계약 라이
센스를 보유한 사용자는 Core와 보호받는 컴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여러 Core를 관리하고, 요청에 따
라 관련 있는 Core 및 보호받는 컴퓨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정보를 Quest과(와) 공유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Rapid Recovery Core을(를) 설치 또는
업데이트할 때 이 정보를 공유할지의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정책 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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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과(와)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Core의 일반 설정인 개인 데이터 사용에 동의하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h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입력할 경
우 자동 업데이트와 Data Protection Portal에 대한 연결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추가 자료는 다음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phone-home이 아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의
제한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phone-home이 아닌 모드를 사용하는 라이센스 획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one-home이 아닌(NPH) 라이
센스 획득 및 사용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웹 양식을 사용하여 Quest 라이센스 팀에 연락하십시오.

•

PII 공유 등 일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일반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하나의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라이센스 정보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십시오.

•

라이센스 키 또는 파일 정보 입력(예를 들어 phone-home 영구 라이센스를 phone-home이 아닌 영구 라이센
스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십시오.

•

라이센스 포털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십시오.

•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추가 항목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 ###에서 확인하십시오.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의 제한 사
항
phone-home이 아닌 모드에서 Rapid Recovery 라이센스를 등록하면 Core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메
일 주소, IP 주소, 라이센스 소비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Core Console의 설정 페이지에서 라이센스 서버 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Core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간의 통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Core Console에서 라이센스 사용량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

Rapid Recovery 정보 수집 도구에서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으)로 정보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

코어 상태 및 보호되는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다중 Core를 관리하고, Data Protection Portal에서 다중
Core의 관련 컴퓨터에 대한 요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Rapid Recovery Core의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됩니다(새 버
전이 사용 가능해져도 Core에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해 yun, zypper, 또는 apt를 사용하는 보호받는 Linux 컴퓨터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됩니다(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Linux 컴퓨터에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보호받는 컴퓨터
에 설치 파일을 수동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Phone-home이 아닌(NPH) 라이센스 획득
및 사용
Rapid Recovery Core 릴리스 6.2을(를)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하기 전에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면 라이센스를 Core 서버로 전송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
거부 옵션을 선택한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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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Core 릴리스 6.2이(가) 이미 phone-home 키로 등록된 경우에는 Core의 일반 설정에 액세스하여
데이터 공유 거부 옵션을 선택한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phone-home이 아닌 키를 등록합니다.
Core에 대한 일반 설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단계별 지침은 Core 일반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 Core에서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Quest 라이센스 팀에 연락하여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획득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에서 Quest 라이센스 지원 웹사이트(https://support.quest.com/contact-us/licensing)로 이동하십
시오.

2.

도움 및 지원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 제품 라이센스 획득을 선택하십시오.

3.

제품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Rapid Recovery를 선택합니다.

4.

제품 버전 드롭다운 메뉴에서 알맞은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6.2를 선택합니다.

5.

양식의 연락처 정보 섹션에서, 다음 표에서 설명한 대로 정보를 추가합니다.

필드 이름

설명

필수 필드

업무용 이메일

Quest 라이센스 팀의 이메일을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Rapid 예
Recovery 라이센스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해당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답변을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예

연락처 성

성을 입력하십시오.

예

회사 이름

Rapid Recovery 라이센스와 연결된 회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미국 연방

라이센스가 미국 연방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아니요

국가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예

전화 번호

지역 번호를 포함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미국 외 지역은 국가
코드도 포함하십시오.

예

라이센스 번호(사용
가능한 경우)

아니요

라이센스 키(가능한
경우)

AppAssure 5.4.1 이하 버전에서 라이센스 키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
으로 30개 문자열입니다(숫자 및 대문자로 구성된 영숫자 5개가 6개 그
룹으로 총 30자를 이루며, 각 그룹은 하이픈으로 구분됩니다).

아니요

컴퓨터 ID

등록된 Core 컴퓨터의 이름.

아니요

서비스 태그(해당하
는 경우)

가능한 경우 서비스 태그를 입력합니다.

아니요

라이센스 요청 세부
정보

phone-home 라이센스 대신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PII를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이 필드에 GDPR당 표시하십시오.

예

NOTE: 이를 요청함으로써,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 키를
수신하고 등록하면 phone-home 라이센스 키를 삭제할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이 키를 공유하지 않을 것에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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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이름

설명

라이센스 파일

Phone-home 라이센스를 보유한 경우 라이센스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 아니요
다.

6.

필수 필드

요청을 검증하고 양식을 제출하려면 로봇이 아닙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양식이 제출되면 SR(서비스 요청 번호)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phone-home이 아닌 라이센스 파일을 받으면 Core 서버에 업로드하여 라이센스를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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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이 섹션에서는 암호화 키와 컴퓨터 수준 스냅숏 암호화 설정을 사용하여 해당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로세
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암호화 키 이해
Rapid Recovery Core는 사용자가 Core Console에서 정의하고 관리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내 모
든 볼륨에 대한 스냅숏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전체 리포지토리를 암호화하는 대신 단일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된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활성 암호화 키는 암호화 도메인을 만듭니다. Core에서 만들 수
있는 암호화 키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일 Core가 여러 암호화 도메인을 호스트할 경우 멀티 테넌트(multi-tenant)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분할되고 각 암
호화 도메인 내에서 중복 제거됩니다. 따라서 Quest에서는 보호된 시스템 집합 간에 중복 제거의 이점을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해 여러 대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단일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Core 간에 암호화 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Rapid
Recovery Core에서 암호화 키를 파일로 내보낸 후 다른 Core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암호화 키로 보
호된 데이터를 아카이브한 다음 아카이브된 해당 데이터를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
째 방법은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보호된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보호된 시스템을 복제한 후
소스 Core에서 사용된 암호화 키는 대상 Core에서 복제된 암호화 키로 나타납니다.
가져온 후에는 암호화 키가 Core에서 항상 잠금 상태로 나타납니다. 잠긴 암호화 키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암
호화 키를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암호화 키 가져오기, 내보내기, 잠금 또는 잠금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
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주요 보안 개념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는 SHA-3과 호환되는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에서 256비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

중복 제거 기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도메인 내에서 실행됩니다.

•

암호화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됩니다.

•

시스템 수에 상관없이 보호된 시스템에 단일 암호화 키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암호화 키만 적
용할 수 있습니다.

•

Rapid Recovery Core에 구성된 암호화 키를 추가, 제거, 가져오기, 내보내기,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CAUTION: Rapid Recovery는 보호된 시스템에 암호화 키를 적용할 때마다 새 스냅숏을 만듭니다. 보
호된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키 연결을 해제한 후에도 새 스냅숏이 실행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생성된 암호화 키는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네 가지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텍스트 파일
입니다.
표 36. 암호화 키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이름

이 값은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키를 추가할 때 지정된 키 이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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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설명

키

이 매개 변수는 107개의 무작위로 생성된 영문자, 숫자 및 수학 연산자 문자로 구성됩니
다.

ID

키 ID는 26개의 무작위로 생성된 영어 대문자 및 소문자로 구성됩니다.

설명

설명은 키가 생성되었을 때 입력된 키 설명 텍스트를 포함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암호화
Rapid Recovery Core릴리스 6.2에는 새로운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Quest은(는) Core와 보호받는 컴퓨터 간(또는 복제 작업 등의 이유로 2개의
Core 간)의 데이터를 공용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로 전송해야 할 때 이 암호화 설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데 들어가는 성능 비용은 약간에 불과하지만, Core와 보호받는 컴퓨터가 사설 LAN 범위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걱정 없이 이 옵션을 해제해도 됩니다.
다음 정보를 읽고 환경을 적절히 조정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컴퓨터 보호 마법사나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데이터의 암호화가 활성화됩니다. 마법사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 암호화 옵션을 볼 수 있습니
다. 선호하는 경우에는 마법사의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옵션을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NOTE: 마법사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송 중인 데이터의 암호화는 활성화됩니다.
관련 보호 마법사를 완료한 후에는 언제나 컴퓨터 수준에서 전송 설정을 변경하여 스냅숏 데이터의 암호화를 활성
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기계 설정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클릭하고, 전송 설정에서 스냅숏 데이
터 암호화 설정에 대해 전송 중에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예를, 암호화를 비활성화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의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암호화 키 적용 또는 제거
암호화 키를 정의한 후 리포지토리에 있는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여 언제든지 Core에서 보호된 데이
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에 상관없이 보호된 컴퓨터에 단일 암호화 키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
의 암호화 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 중복 제거 범위는 동일한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보호된 컴퓨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Quest은(는) 중복 제거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수의 보호된 컴퓨터에 단일 암호화
키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Core에서 만들 수 있는 암호화 키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준수, 보안 규칙, 개인정보 보호 정책 또는 기타 상황에서 암호화 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키를 제한 없이 추
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키를 보호된 컴퓨터 한 대에만 적용하거나 리포지토리의 컴퓨터 집합에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를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거나 보호된 컴퓨터에서 암호화 키를 분리할 때마다 Rapid Recovery에서는
다음 예약 또는 강제 스냅숏 시 해당 컴퓨터의 새 기본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해당 기본 이미지(및 암호화 키가 적용
되는 동안 작성된 모든 후속 증분 스냅숏)에 저장된 데이터는 256비트 고급 암호화 표준으로 보호됩니다. 이 암호
화 방법보다 우수한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호된 컴퓨터에 사용되는 기존 암호화 키의 이름 또는 암호를 변경하면 다음 예약 또는 강제 스냅숏 시 Rapid
Recovery Core에서는 업데이트된 키 속성을 캡처하여 반영합니다. 해당 기본 이미지(및 암호화 키가 적용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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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들어진 모든 후속 증분 스냅숏)에 저장된 데이터는 256비트 고급 암호화 표준으로 보호됩니다. 이 암호화 방
법보다 우수한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호화 키가 생성되고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되면 해당 암호화 제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
호된 컴퓨터에서 키 연결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 암호화 키가 모든 보호된 컴퓨터에서 분리되면 Rapid
Recovery Core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암호화 키를 보호된 시스템과 연결

•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 적용

•

보호된 시스템에서 암호화 키 연결 해제

암호화 키를 보호된 시스템과 연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암호화 키를 보호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보호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암호화를 하나 또는 여러 대의 시스템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새 암호화 키를 추가하거나 선택한 시스템에 기존 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처음 정의할 때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관련 시스템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마법사 워크플로에 암호화 페이지가 추가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암호화 사
용을 선택한 다음 기존 암호화 키를 선택하거나 새 키에 대한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 또는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에 대한 구성 설정 수정. 이 방법은 보호된 시스템 한 대에 암호화 키 하나를 적용합니다. Rapid
Recovery UI에서 시스템에 대한 구성 설정을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특정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구성 설정을 수정합니다. 이 방법은 사용하려는 암호화 키가 Rapid
Recovery Core에 이미 존재하고, 범용 키 유형으로 잠금 해제 상태여야 합니다. 암호화는 일반 설정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Not Encrypted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새 암호화
키를 만들어 적용하거나 기존의 잠금 해제된 범용 키를 지정된 보호된 시스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 적용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 적용
Rapid Recovery Core에 암호화 키를 추가했으면 시스템 수에 상관 없이 보호된 시스템에 이 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처음 보호할 때 암호화 키를 선택하면 이 암호화 키가 해당 마법사를 사용하여 보호하는 시
스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암호화 키 적용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

Core에서 보호된 시스템에 기존의 범용, 잠금 해제된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는 경우

•

암호화 키 추가 항목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새 암호화 키를 방금 추가했고 해당 키를 보호된 시스템
에 적용하려는 경우

•

암호화가 Core의 보호된 시스템에 이미 적용되어 있지만, 이 키를 Core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범용의 잠금
해제된 키로 변경하려는 경우
CAUTION: 보호된 시스템에 암호화 키를 적용하면 다음 예약 또는 작성된 스냅숏에서 Rapid Recovery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본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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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시스템 페이지가 나타나고 이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을 모두 나열합니다. 암호화 키가 적용되지
않은 컴퓨터에는 열린 자물쇠
을 나타냅니다.
2.

가 나타납니다. 닫힌 자물쇠

는 보호된 컴퓨터에 암호화가 적용되었음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시스템) 창에서 구성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존 암호화 키를 이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키로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
화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합한 키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기존 암호화 키를 다른 범용의 잠금 해제된 키에 적용하려는 경우 새 키로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
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합한 키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합니
다.

•

새 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보호된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경우 새 키로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
터 암호화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표에 설명된 대로 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37. 새 암호화 키 세부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에는 1~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
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4.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지정한 암호화 키는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이후 백업에 적용되었으며 자물쇠가 닫힘
으로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 키를 즉시 적용할 경우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작성을(를) 참조하십
시오.
CAUTION: Rapid Recovery에서는 256비트 키가 있는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에서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사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Quest에서는 암호화 키를 설정하고 정
의한 암호를 보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암호는 데이터 복구에 필수적이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암호가 없으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서 암호화 키 연결 해제
보호된 시스템에 암호화 키가 적용되면 Rapid Recovery Core에 저장된 모든 후속 스냅숏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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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시스템에서 암호화 키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기존 백업 데이터의 암호를 해독하지 않고, 다
음 예약 또는 작성된 스냅숏에서 해당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기본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NOTE: 암호화 키 제거 항목에 설명된 대로 Core에서 암호화 키를 제거하려면 먼저 모든 보호된 시스템에서
해당 암호화 키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서 암호화 키 연결을 해제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가 나타나고 이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을 모두 나열합니다. 암호화 키가 적용되지
않은 컴퓨터에는 열린 자물쇠
을 나타냅니다.

2.

가 나타납니다. 닫힌 자물쇠

보호된 시스템 창에서 구성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암호화됨

는 보호된 컴퓨터에 암호화가 적용되었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없음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Rapid Recovery Core에서 이 암호화 키를 제거하려면 먼저 이 키를 사용하는 모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화 키 제거 항목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합니다.

암호화 키 관리
아이콘 표시줄에서 Rapid Recovery Core의 암호화 키를 관리하려면 (자세히)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다. 암호
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 추가된 각 암호화 키에 대해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에 설명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표 38. 각 암호화 키에 대한 정보
UI 요소

설명

항목 선택

각 암호화 키에 대해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 위에 있는 메뉴 옵션 목록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

암호화 키와 연결된 이름.

지문

이 매개 변수는 각 암호화 키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26개의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로 무작위로 생성된 알파벳 문자열입니다.

유형

유형은 암호화 키의 원점과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암호화 키에 가능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범용. 범용 유형은 암호화 키를 만들 때의 기본 조건입니다. 유형이 범용이고 잠금 해제 상
태인 키는 보호된 컴퓨터에 키를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범용 키 유형은 수동으로
잠글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 유형 변경 절차에 설명된 대로 먼저 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복제. 소스 Core의 보호된 컴퓨터에서 암호화가 활성화되었고 해당 컴퓨터에 대한 복구 지
점이 대상 Core에 복제될 때 소스에서 사용된 암호화 키가 자동으로 대상 Core에 복제 유
형으로 나타납니다. 복제된 키를 수신한 후 기본 상태는 잠김입니다. 암호를 제공하면 복
제 유형의 암호화 키에 대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잠금 해제 유형인 경우 이 키
를 수동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 키 잠금 해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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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상태

상태는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한 상
태가 있습니다.
•

잠금 해제. 잠금 해제됨 상태는 키를 즉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스냅숏을 암호화하거나 대상 Core의 복제된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잠금. 잠김 상태는 암호를 제공하여 키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키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잠김은 새로 가져오거나 복제된 암호화 키의 기본 상태입니다.

암호화 키의 상태가 잠금인 경우 키를 사용하려면 먼저 키를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이전에 잠긴 암호화 키를 잠금 해제했고 잠금 해제를 유지하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상태
가 잠금 해제에서 잠금으로 변경됩니다. 키가 자동으로 잠긴 후 키를 사용하려면 키를 다
시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 키 잠금 해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설명은 용도 또는 암호 힌트와 같은 암호화 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
는 선택 필드입니다.

암호화 키 창의 최상위 수준에서 암호화 키를 추가하거나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서 내보낸 파일을 사용하여
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약 표에서 선택한 키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Core에 대해 암호화 키가 존재하면 이름 또는 설명 속성을 편집하거나, 암호를 변경하거나, 잠긴 암호화 키를 잠금
해제하거나, Rapid Recovery Core에서 키를 제거하여 기존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를 파일로 내보내거
나 키를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를 추가하면 키가 암호화 키 목록에 나타나지만, 보호된 특정 컴퓨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 키 창에서 생성되는 암호화 키를 적용하거나 Rapid Recovery Core에서 완전히 키를 삭제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 키 적용 또는 제거을(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키 창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리포지토리의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Core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에 대한 보
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키 추가

•

암호화 키 가져오기

•

암호화 키 잠금 해제

•

암호화 키 편집

•

암호화 키 암호 변경

•

암호화 키 내보내기

•

암호화 키 제거

•

암호화 키 유형 변경

암호화 키 추가
Rapid Recovery에서는 256비트 키가 있는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에서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합
니다. 암호화 사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Quest에서는 암호화 키를 설정하고 정의한 암호를 보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CAUTION: 암호를 보안 위치에 저장합니다. 암호가 없으면 암호화된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
습니다.
암호화 키가 정의되었으면 이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수에 상관 없이 보호된 시스템
에서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화 키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Core
에서 현재 보호하는 시스템에 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보호하는 중에 암호화 키를 추가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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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시스템 1대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암호화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을(를) 참
조하십시오. 2대 이상의 시스템을 처음에 보호할 때 해당 시스템에 암호화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키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암호화 키 추가를 클릭합니다.
암호화 키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암호화 키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키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39. 암호화 키 만들기.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에는 1~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
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Core Console에서 암호화 키를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최대 254자를 입
력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AUTION: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Ques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실
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5.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작성된 암호화 키가 암호화 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6.

보호된 시스템에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 적용을(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키 가져오기
다른 Rapid Recovery Core에서 암호화 키를 가져온 후 이 키를 사용하여 Core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키를 가져오려면 Core 시스템에서 로컬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 키의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암호화 키를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이 절차는 보호된 시스템에 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키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 적용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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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4.

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파일 업로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파일 업로드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암호화 키가 포함된 네트워크 또는 로컬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키 파일 이름은 "EncryptionKey-"로 시작하고 키 ID가 다음에 나오며 .key(파일 확장명)로 끝납니다. 예를 들
어, 샘플 암호화 키 이름은 EncryptionKey-RandomAlphabeticCharacters.key입니다.

5.

가져오려는 키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6.

키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가져온 암호화 키가 암호화 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암호화 키를 내보내기 전에 볼륨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 경우 키 상태는 잠김입니다.

암호화 키 잠금 해제
암호화 키는 잠금 해제됨 또는 잠김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의 해당 컴퓨터에 대해 저장된 백업 데
이터를 보호하려면 보호된 컴퓨터에 잠금 해제된 암호화 키를 적용하십시오. 잠금 해제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Rapid Recovery Core에서는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 키를 Rapid Recovery Core에 가져올 때 이 키의 기본 상태는 잠김입니다. 이것은 키를 명시적으로 가져왔
는지 여부나 암호화된 보호된 컴퓨터를 복제하거나 암호화된 복구 지점의 아카이브를 가져와서 Rapid Recovery
Core에 암호화 키가 추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복제만으로 Rapid Recovery Core에 추가된 암호화 키의 경우, 키를 잠금 해제할 때 암호화 키가 잠금 해제된 상태
로 유지될 기간(시간, 일 또는 개월 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날짜는 잠금 해제 요청이 Rapid Recovery Core에
저장된 시간부터 24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화요일 오전 11시 24분에 잠금 해제되었고 선택
한 기간이 2일이면 키는 같은 주의 목요일 오전 11시 24분에 자동으로 다시 잠깁니다.
NOTE: 잠긴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암호를
제공하여 키를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잠금 해제된 암호화 키를 잠가 키가 잠금 해제될 때까지 보호된 컴퓨터에 키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
다. 범용 상태의 암호화 키를 잠그려면 먼저 키 상태를 Replicated(복제됨)로 변경해야 합니다.
잠금 해제된 암호화 키가 현재 Core의 컴퓨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 중인 경우 암호화 키를 잠그려면 먼저 보호된 컴
퓨터에서 해당 키의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잠긴 암호화 키를 잠금 해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상태 열은 잠긴 암호화 키를 나타냅니다.
3.

잠금을 해제하려는 암호화 키를 찾아서 해당 드롭다운 메뉴

을 클릭하고 잠금 해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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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키 잠금 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대화 상자의 Passphrase(암호) 필드에 암호를 입력하여 이 키를 잠금 해제합니다.

5.

키가 잠금 해제됨 상태를 유지할 기간을 지정하려면 기간 옵션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키를 명시적으로 잠글 때까지 키가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정하려면 Rapid Recovery에서 수동
으로 잠글 때까지를 선택합니다.

•

시간, 일 또는 개월로 구성하는 기간 동안 키가 잠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번호 필드를 선택하고 1에서 999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

기간을 시간, 일 수 또는 개월 수로 각각 선택합니다.

▪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복제로 추가된 암호화 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키 암호화 키의 변경 사항이 암호화 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키가 잠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기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필드 또는 일정 및 시계 위젯을 사용하여 암호화 키를 잠그려는 날짜와 시간을 명시적으로
시정합니다.

▪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복제로 추가된 암호화 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키 암호화 키의 변경 사항이 암호화 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암호화 키 잠금
암호화 키 상태가 잠겨 있으면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보호된 컴퓨터에 이 키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용 유형의 암
호화 키를 잠그려면 먼저 키의 유형을 복제됨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암호화 키를 잠그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상태 열은 잠금 해제된 암호화 키를 나타내고 각 키의 유형을 표시합니다.
3.

잠그려는 암호화 키를 찾습니다. 유형이 범용인 경우 해당 드롭다운 메뉴
로 변경을 선택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키 유형을 복제됨으로 변경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암호화 키 상태가 복제됨으로 변경되면 해당 드롭다운 메뉴

을 클릭한 다음 유형을 복제됨으

암호화 키 유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암호화 키 잠금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을 클릭한 다음 잠금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키를 잠근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암호화 키의 상태는 잠김입니다.
NOTE: 이 옵션은 복제로 추가된 암호화 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 편집
암호화 키를 정의한 후 암호화 키의 이름이나 키에 대한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암호화 키 창에서 암
호화 키 목록을 볼 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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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해제된 기존 암호화 키의 이름이나 설명을 편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AUTION: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의 이름이나 설명을 편집하면 Rapid
Recovery는 새로운 기본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이 기본 이미지 스냅숏은 해당 컴퓨터에서 다음에 예약 또
는 작성된 스냅숏에 나타납니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편집하려는 암호화 키를 찾아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

키가 잠겨 있는 경우,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암호화 키 잠금 해제을(를) 참조하십시오.

•

키가 잠금 해제된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진행합니다.

지정된 암호화 키에 대한 드롭다운 메뉴
암호화 키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암호화 키의 이름이나 설명을 편집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암호화 키의 변경 사항이 암호화 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암호화 키 암호 변경
보안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암호화 키에 대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의 암호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AUTION: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 키의 암호를 편집하고 난 후 Rapid
Recovery Core는 다음에 예약하거나 작성된 스냅숏에서 해당 시스템의 증분 스냅숏을 캡처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3.
업데이트하려는 암호화 키를 찾아서 해당 드롭다운 메뉴의

을 클릭하고

암호 변경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암호 필드에 암호화를 위한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5.

암호 확인 필드에 동일한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을 선택합니다.
암호 변경

대화 상자가 닫히고 암호가 업데이트됩니다.
7.

선택적으로, 설명 필드에 힌트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 키를 편집하여 힌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암호화 키 편집을(를) 참조하십시오.
CAUTION: Rapid Recovery에서는 256비트 키가 있는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에서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Quest에서는 안전한 위치에 암호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도
록 권장합니다. Quest 지원팀에서는 암호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가 없으면 암호화된 복구 지점에
서 정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 내보내기
다른 Core에서 암호화 키를 사용하기 위해 Rapid Recovery Core에서 암호화 키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할 때 암호화 키는 활성 Windows 사용자 계정에 대한 Downloads 폴더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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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키를 내보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3.
내보내려는 암호화 키를 찾아서 해당 드롭다운 메뉴

을 클릭하고

EncryptionKey-[name.key]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저장을 선택하여 암호화 키를 안전한 위치에 저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키가 활성 Windows 사용자 계정의 Downloads 폴더와 같이 기본 위치에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됩
니다.

5.

선택적으로, 이 키를 다른 Core에 가져오려는 경우 해당 Cor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을 복사합니
다.

암호화 키 제거
Encryption Keys(암호화 키) 페이지에서 암호화 키를 제거하면 해당 키가 Rapid Recovery Core에서 삭제됩니다.
NOTE: 암호화 키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 키를 사용하여 이미 저장된 복구 지점의 암호가 해독되는 것은 아닙
니다. 기존 암호화된 복구 지점의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이 키에 대한 암호를 여전히 보관하고 제공해야 합니
다.
이미 보호된 시스템과 연결된 암호화 키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 키를 사용하는 각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암호
화 설정을 확인한 후 제거할 암호화 키를 연결 해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에서 암호화 키 연결
해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키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3.
제거하려는 암호화 키를 찾습니다. 해당 드롭다운 메뉴

를 선택합니다.
제거
암호화 키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암호화 키 제거 작업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암호화 키를 제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NOTE: 암호화 키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 키를 사용하여 이미 저장된 복구 지점의 암호가 해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암호화된 복구 지점의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이 키에 대한 암호를 여전히 보관하고 제공
해야 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제거된 암호화 키가 암호화 키 페이지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암호화 키 유형 변경
암호화 키는 암호화 키 창에 두 가지 가능한 상태인 범용 또는 복제 중 하나를 나열합니다. 유형은 암호화 키의 가능
한 출처를 나타내고 키의 세부 정보 또는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형이 범용인 경우에만 이
러한 특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복제됨 유형의 키에 대한 해당 특성을 수정하려면 이 절차에 따라 키 유형을 범용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암호화 키의 상태를 범용으로 변경할 때 키는 수동으로 잠금 해제되고 다른 보호된 시스템
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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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복제됨에서 범용으로 유형을 변경하려면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 키에는 두 가지 가능한 상태인 잠김 또는 잠금 해제됨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암호화 키를 보호된 시
스템에 적용하거나 암호화로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잠금 해제인 경우에만 암호화 키
의 유형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를 처음 만들 때 키 상태는 범용 및 잠금 해제됨입니다. 이러한 키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범용 키 유형은 수동으로 잠글 수 없습니다.
범용 유형의 암호화 키를 수동으로 잠그려면 이 절차에 따라 상태를 복제됨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복구 지점 암호화에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암호화 키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 유형을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따릅니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를 선택합니다.
암호화
키
암호화 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Core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암호화 키가 요약 표로 나타납니다. 각각 범용 또
는 복제 유형으로 나열됩니다.

3.

업데이트하려는 암호화 키를 찾습니다.

4.

범용 암호화 키를 복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드롭다운 메뉴

을 선택합니다.
유형을
복제됨으로
변경
암호화 키 유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유형을 복제로 변경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

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유형을 복제로 변경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암호화 키 유형이 복제로 업데이트됩니다.
5.

복제 암호화 키를 범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드롭다운 메뉴

을 선택합니다.
유형을
범용으로
변경
암호화 키 유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유형을 범용으로 변경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

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의 암호 필드에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유형을 범용으로 변경할 것을 확인합니
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암호화 키 유형이 범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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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호
이 장에서는 Rapid Recovery 환경에서 보호된 시스템을 보호하고,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로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
법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보호하려는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
를 Rapid Recovery Core에 추가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컴퓨터 보호 마법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보호하려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는 단일 컴퓨터는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
용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을(를) 참조하십
시오.

•

네트워크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와 해당 노드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클러
스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보호하십시오. 클러스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보
호을(를) 참조하십시오.

•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컴퓨터를 보호하십시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Microsoft
Active Directory 서버, vCenter나 ESXi 호스트의 컴퓨터, Hyper-V 호스트나 Hyper-V 클러스터에 있는 컴퓨
터와 연결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컴퓨터에 대한 연결 정보(네트워크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
소,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Quest에서는 보호 작업이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리소스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에 보
호하는 컴퓨터 수를 50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일 컴퓨터의 보호 요구 사항을 마법사에서 식별하면 보호할 볼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컴퓨터를 보호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볼륨이 보호됩니다. 나중에 이를 개별 컴퓨터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vCenter/ESXi 또는 Hyper-V 호스트에 가상 컴퓨터를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Rapid Snap for
Virtual을(를) 사용할지 또는 Rapid Recovery Agent을(를) 설치할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기
반 또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 선택 시 요소을(를) 참조하십시오.
마법사를 통해 보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일정을 정의하거나 기존 일정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을 사용하면 보호하려는 컴퓨터의 백업에 암호화 키를 지정 또는 적용하여 추가 보안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지토리가 하나도 없으면 마법사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gent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설치 후 각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워크스테이션과 서버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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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반 또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 선택 시 요
소
Rapid Recovery의 Rapid Snap for Virtual 기능은 vCenter/ESXi 또는 Hyper-V 하이퍼바이저에서 지원됩니다. "에이
전트 없는 보호"라고도 부르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각 게스트 컴퓨터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지 않아도 Core에서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권장 사항
릴리스 6.2을(를) 사용하면 Rapid Recovery의 Rapid Snap for Virtual 기능은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공되는 보호 기능과의 패리티를 거의 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Quest은(는) ESXi 또는 Hyper-V 가
상 컴퓨터에서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ESXi 또는 Hyper-V VM에 설치
된 경우, Rapid Recovery Agent을(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VM을 보호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면 Quest은(는) Agent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에이전트 없이 VM을 보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없는 보호에는 장점과 일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예외적으로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 없는 컴퓨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 작업이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보호하는 컴퓨
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 작업보다 느린 경우. 메타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성능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특히
에이전트 없이 보호받는 Exchange Server 또는 SQL Server 컴퓨터),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Agent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소켓이 여러 개 있는 하이퍼바이저에서 VM을 1-2개 정도만 보호하는 경우에는 호스트 대신 VM에 Agent를
직접 설치하여 라이센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Rapid Recovery Agent 전용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VM에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일부 기능은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고유 기능입니다. 다음
과 같은 예시가 적용됩니다.
•

SQL 연결성 검사 수행은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의 기능입니다. SQL 서버 컴퓨터를 에이전트 없
이 보호하는 경우, Core 서버에 설치된 SQL 서버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SQL 연결성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
다. 이 검사를 수행하려면 Core에서 Core 연결성 설정을 Core에서 SQL Server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는 동적 볼륨은 볼륨 수준이 아니라 디스크 수준에서 보호됩니다.

•

Live Recovery는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의 기능입니다. Rapid Snap for Virtual을 사용하여 보호
받는 볼륨을 복구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VM에 대한 이전 목록에서 설명한 기능이 필요한 경우, Quest은(는) VM을 에이전트 없이 보호하는 대신 Agent
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6.2 라이센스 소비 개념
Rapid Recovery릴리스 6.2은(는) Windows Server, Hyper-V 호스트, VMware 소켓, Exchange 서버, SQL 서버,
Linux 서버 등에 적용 가능한 특정 라이센스 풀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새로운 모델은 크게 간편해졌습니다.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Rapid Recovery 릴리스 6.2은(는) 라이센스 풀을 단 2개, 용량 및 엔터프라이즈만 사용합
니다. Core에 대한 라이센스가 용량 기반 풀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향후 Quest에 다른 측정 단위를 기반으로 한 라이센스 풀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량 및 엔터프
라이즈 풀은 계속 지원됩니다.
DL Appliance는 용량 기반 라이센스를 사용하며, 라이센스 풀 제한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런
트 엔드 용량 라이센스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기반 Rapid Recovery 환경 역시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경우 누
릴 수 있는 라이센스상의 장점은 없습니다. 용량 라이센스 풀을 사용하는 중이라도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때의 다른 장점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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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릴리스 6.2 환경에서 Enterprise 라이센스 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
다.
•

Rapid Recovery Agent을(를) 사용하여 보호되는 Hyper-V 또는 vCenter/ESXi 하이퍼바이저 호스트는 각 프
로세서 소켓당 라이센스 1개를 풀에서 소비합니다.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에 6개의 CPU 소켓이 있는 경우에
는 엔터프라이즈 풀에서 6개의 라이센스를 소비합니다.

•

Rapid Recovery Agent을 사용하여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기타 물리적/가상 컴퓨터는 해당 풀에서 1개의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CPU 소켓을 탑재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Exchange Server, SQL Server
또는 Oracle Database 12c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때의 라이센스상 장점
Protect Multiple Machines Wizard를 실행하여 vCenter/ESXi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에서 게스트 VM을 보호할 수 있
습니다. 이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에서 Agent 없이 선택한 VM 보호를 지정하면 해당 호스트의 게스트 VM은 에이
전트 없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VM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풀에서 라이센스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Rapid Recovery
Agent이(가) 호스트에 설치되지는 않지만, Core에 호스트를 추가하면 각 CPU 소켓당 라이센스 1개가 소비됩니다.
Hyper-V Server를 보호할 때는 Rapid Recovery Agent이(가) 호스트에 설치됩니다.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에 탑재된
소켓 1개당 라이센스 1개가 엔터프라이즈 풀에서 라이센스 1개가 소비됩니다. Hyper-V Server를 에이전트 없이 보
호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게스트 VM은 에이전트 없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VM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풀에서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Hyper-V 클러스터를 보호할 때는 Rapid Recovery Agent이(가) 해당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 설치됩니다. 라이센스
풀에서 소비되는 라이센스는 1개뿐입니다. 클러스터에 탑재된 총 CPU 소켓 수가 소비됩니다. Hyper-V 클러스터
를 에이전트 없이 보호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게스트 VM은 에이전트 없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VM에 대해서는 사
용 가능한 클러스터의 라이센스 풀에서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Rapid Snap for Virtual을(를) 사용할 경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호하는 VM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라이센
스 풀에서 소비되는 라이센스 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ESXi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Hyper-V 서버 또는 클러스터에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지정하는 경우, 호스트에서 생성되는 모든 VM은 자동으로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며, 엔터프
라이즈 라이센스 풀에서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해당 하이퍼바이저에서 일부 VM에 이전에 Rapid Recovery Agent을(를) 설치했고 Core가 Rapid Recovery 릴리스
6.2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

Agent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 VM을 에이전트 없이 보호합니다. 풀에서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

수동으로 컴퓨터를 에이전트 없는 보호에 추가합니다.

•

컴퓨터를Agent로 보호해야 하고 호스트가 Core에 추가된 경우에는 VM을 VM의 상위 호스트와 연결해야 합
니다. Agent 기반 보호의 장점을 누리면서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

아무 변경도 하지 않습니다. VM은 Rapid Recovery Agent에서 API를 사용하여 보호되며, 라이센스 1개가 소
비됩니다.

Core에 추가된 하이퍼바이저의 각 가상 컴퓨터는 에이전트 없이 보호받으며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러
한 장점을 활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Rapid Snap for Virtual을(를) 사용할 경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호하는 VM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라이센
스 풀에서 소비되는 라이센스 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Core에 추가된 하이퍼바이저의 각 가상 컴퓨터는 에이전트
없이 보호받으며 라이센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VM을 에이전트 없이 보호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VM을 명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하이퍼바이저 호스트를 보호할 때는 새로운 가상 컴퓨터 자동 보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새로운 VM을 생성 시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

보호된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 게스트 VM을 연결합니다. Rapid Recovery Agent이(가) 설치된 경우, API(하
이퍼바이저에 고유하지 않은 API는 해당하지 않음)는 VM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Core에 추가된
호스트와 VM을 연결함으로써 라이센스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각 가상 컴퓨터에 대해 컴퓨
터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상위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 게스트 VM을 연결하는 프로세스는 보호된 컴퓨터 설
정 보기 및 수정 절차의 3단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Agent를 제거합니다. 다른 권장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Agent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가상 컴퓨터
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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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없는 보호에 관한 장점과 제한 사항, 권장하는 추가 소프트웨어, 호스트 최소 사양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를 사용한 Linux 시스템 보호 정보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는 여러 Linux 기반 운영 체제와 호환됩니다(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 ###에 정의된 시스템 요구 사항 참조). Rapid Recovery Core는 Windows 시스템과만 호환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Linux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지만 Linux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절차에는
Windows 시스템과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local_mount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보호된 Linux 시스템에서
직접 일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local_mount 유틸리티의 이전 명칭은 aamount입니다.
단일 Linux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시스템 보호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보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ore Console의 마법사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Linux 시스템을 동시에 보호하려면, 수동으로 다중 컴퓨터 보호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Core Console에서 Linux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 또는 설치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 계정에 SUDO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보호하려는 Linux 시스템이 SSH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하려는 Linux 시스템이 이러한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Linux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요구 사
항을 준수하면 관련 마법사를 완료하여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호 정보
Rapid Recovery릴리스 6.2은(는) Oracle 12c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Agent 기반 보호를 포함하도록 응용 프
로그램 지원을 확장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관련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Oracle 12c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되는 유일한 테스트 및 지원 버전입니다. 다른 모든 Oracle 버
전은 본인의 책임하에 사용하십시오.

•

보호된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64비트 버전의 Windows Server 2012 R2 x64 또는 Windows Server
2016을 실행해야 합니다.

•

Oracle 서버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릴리스 6.2 이상)를 설치해야 합니다. Agent가 없는 보호
는 이후 릴리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Oracle12c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ARCHIVELOG 모드에서 VSS(Volume Snapshot Service)를 사용하는 것
으로 제한됩니다.
NOTE: NOARCHIVELOG 지원(기본 Oracle 데이터베이스 로그 모드)은 이후 릴리스에서 제공될 예정
입니다. ARCHIVELOG 모드가 활성화된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ARCH(아카이브) 프로세스를 사용하
여 모든 온라인 리두 로그를 아카이브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는 Oracle
SQL*Plus 또는 Oracle Enterprise Manager를 사용하여 모드를 변경하고 리두 로그의 아카이브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ARCHIVELOG 모드 활성화 및 아카이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설명서를 참조
하거나 공인된 Oracle 12c DBA에게 문의하십시오.

Oracle 서버를 보호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Oracle 서버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릴리스 6.2 이상)를 설치하고 보호를 시작합니다. 시스템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Oracle 서버를 찾고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며 보호 일정을 수립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로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을(를) 참조하십시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Core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캐시하고 UI에서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 증명을 입력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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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Oracle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 입력 또는 편집을(를) 참조하십시오.
•

보호된 Oracle 서버의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활성화하고 Core Console에서 Oracle VSS 작성기를 확인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카이브 로그 모드 활성화 및 VSS 작성기 추가을
(를) 참조하십시오.

•

로그 잘라내기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구성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로그 모드를 아카이브하도
록 설정되면 로그가 빠르게 누적되어 상당한 디스크 공간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Oracle 로그를 자동
으로 자르기 위해 야간 모드가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이 야간 작업에 대해 3가지 삭제 옵션을 구성하거나
야간 작업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로그 자르기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필요할 때 Oracle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수동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
으로 Oracle 데이터베이스 로그 잘라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Agent를 설치하여 Core에서 시스템을 보호하고 설정을 적절히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 보기. 보호 시스템 요약 페이지에서 각 로그 파일, 제어 파일 및 데이터 파일의 연결 및 상태를 포
함하여 Oracle 서버에서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검사. DBVERIFY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Core Console에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3가지 삭제 정책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로그를 자릅니다.

•

데이터베이스 복원. 전체 볼륨 또는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볼륨을 복원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모
드를 활성화하면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숏이 Oracle 서비스의 관점에서 충돌 일관성을 갖습니다.

•

가상 내보내기 수행. 일회성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 캡처될 때 새로운 정보로
VM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가상 대기 VM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VM을 부팅하는 경우 수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데이
터 파일의 백업 모드를 수동으로 비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 입력 또는 편집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Core에서 보호할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하거나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이 절차를 수행하는 Rapid Recovery 사용자의 Windows 사용자 계정은 보호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SYSDBA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는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NOTE: SYSDBA는 높은 수준의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Oracle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권한입
니다. 그러한 기능에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작, 종료, 백업 또는 복구가 포함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보호한 후에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
터에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회성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안
전하게 캐시하고, Core Console에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모든 보호된 트랜잭션 로그 파일, 제어 파일 및
데이터 파일 관련 상태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된 Oracle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에서 자격 증명을 입력하기 전에는 Oracle 서버 정보 창에서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NOTE: 이는 새롭게 보호된 Oracle 데이터베이스마다 필요한 일회성 단계입니다.
보호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제
공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Oracle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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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요약 페이지에서 Oracle 서버 정보 창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표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택합니다.

(자세히 옵션)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자격 증명 편집을 선

인스턴스 자격 증명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두 가지 연결 유형, 즉 기본과 Transparent Network Substrate(TNS, 독점 Oracle 네트워킹 기술)가 지원됩니
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본 연결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 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연결 유형

기본

호스트 이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적절한 포트를 입력합니다. 이 용도로 열려 있는 기본
포트는 1521입니다.

SID 또는 서비스 이름

적절한 연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SID. Oracle 시스템 식별자(SID)는 데이터베이
스 인스턴스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유한 ID입
니다.

•

서비스 이름. 서비스 이름은 원격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TNS 별칭입니
다.
NOTE: 서비스 이름은 TNSNAMES.ORA 파일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
•

서비스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및 이 서비스에 원격으
로 연결하는 경우 제공하는 TNS 별칭입니다.

TNS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다음 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연결 유형

TNS

네트워크 별칭

이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여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별칭을 보고 해당 별칭을 선택
합니다.

5.

다음 2가지 자격 증명 유형, 즉 Oracle과 운영 체제가 지원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Oracl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관련 텍스트 필드에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NOTE: Windows 사용자 계정은 SYSDBA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운영 체제에서 캐시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목차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 입력 또는 편집

110

NOTE: Windows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가 SYSDBA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ORA_DBA 로컬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6.

자격 증명을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테스트 연결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8.

•

확인에 성공한 경우 확인을 클릭하여 메시지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실패한 경우 대화 상자를 닫고 연결이 확인될 때까지 인스턴스 자격 증명을 수정합니다. 자격 증명에 대
한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확인에 성공한 경우 인스턴스 자격 증명 편집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는 즉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자격 증명이 적용되고 캐시됩니다. 머지않아
Core Console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표시기가 녹색(온라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9.

Oracle 서버 정보 창에 나열된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3단계에서 8단계를 반복합니다.

이 보호된 Oracle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캐시하고 나면 보호된 Oracle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아카이브 로그 모드 활성화 및 VSS 작성기 추가 항목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합니다.

보호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카이브 로그 모드 활성화
및 VSS 작성기 추가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Core에서 보호할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추가하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
격 증명을 Core Console에 입력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파일 조합(예: 구
성, 로그 및 제어 파일)이 각각 특정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릴리스 6.2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려면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스냅숏은 충돌 일치
스냅숏이지만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관되지 않습니다.
Oracle VSS 작성기는 Volume Snapshot Service를 사용하여 스냅숏을 캡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작성기는 활성
화해야 합니다.
NOTE: 이는 새롭게 보호된 Oracle 데이터베이스마다 필요한 일회성 단계입니다.
아카이브 로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해당 모드를 활
성화하고 VSS 작성기를 Cor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Oracle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요약 페이지에서 Oracle 서버 정보 창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Oracle 서버 정보 창에서 아카이브 로그 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경고 알림이 표시되면 이 데이터베이
스에 대해 아카이브 로그 모드 활성화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확인합
니다.
NOTE: 아카이브 모드를 활성화하면 관련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Oracle 서버 정보 창에서 Oracle VSS 작성기가 스냅숏에서 제외되었다는 경고 알림이 표시되면 Oracle
VSS 작성기 포함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아카이브 로그 모드 활성화 또는 VSS 작성기 추가를 위한 진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작업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닫히고 VSS 작성기가 Core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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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로그 자르기 정보
릴리스 6.2에서 Oracle 지원에 필요한 아카이브 로그 모드는 귀중한 저장소 공간을 사용하여 상당한 크기의 로그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누적시킵니다. 복구 지점 스냅숏이 캡처될 때마다 관련 로그 파일이 Oracle 서버의 백
업에 포함되어 로컬 로그가 불필요하게 렌더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Rapid Recovery Core은(는) Oracle 로그 자
르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에는 Oracle 로그를 자르는 야간 작업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 로그 자르기
는 자동 삭제 정책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야간 작업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야간 작업을 실
행하면 로그가 매일 1회 잘립니다.
이 설정은 대부분의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식에 만족하는 경우 구성을 변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

특정 Oracle 서버에 대한 Oracle 로그 잘라내기 야간 작업 구성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삭제 정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 삭제 정책을 사용하면 자르기 전에 Oracle 로그를 보유하는 기간(n일, 주, 월 또는 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야간 작업이 실행될 때 임계값이 지난 로그 파일이 매일 한 번 잘립니
다.

◦

지정된 개수 유지 삭제 정책을 사용하면 보유할 특정 로그 파일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계
값에 도달하면 최신 로그가 보존되고 야간 작업이 실행될 때 이전 로그가 매일 한 번 잘립니다.

야간 작업으로 잘라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간 작업 이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또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로그를 수동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으로 Oracle 데이터베이
스 로그 잘라내기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로그를 야간 작업으로 자르거나 필요할 때 수동으로 자를 때는 전송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Oracle 데이터베이스 로그 잘라내기
이 절차는 Core에서 보호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Rapid Recovery릴리스 6.2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지원하도록 Oracle 아카이브 로그를 잘라내는 야간
작업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상당량의 로그 파일을 누적시킬 수 있는 이 야
간 작업은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모든 Oracle 서버의 경우 언제든지 요청에 따라 Oracle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수동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는 로컬 서버에서 아카이브 로그를 삭제합니다.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각 복구 지점에서 백업 스냅숏이 캡
처된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로그가 유지됩니다.
Oracle 로그 파일을 수동으로 잘라내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Oracle 컴퓨터로 이동합니다.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요약 페이지에서 Oracle 서버 정보 창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로그를 잘라낼 Oracl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표 행에서
릭하고 로그 잘라내기 수행을 선택합니다.

4.

로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Oracle 로그를 모두 삭제하려면 삭제 정책 드롭다운 메뉴에서 자동을 선택한 다
음 수행을 클릭합니다.

(자세히 옵션) 드롭다운 목록을 클

로그 잘라내기 수행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로그 잘라내기 작업이 대기열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작업 중이 아닌 경우 작업이 즉시 실행되어 로그를 잘
라냅니다.
5.

Oracle 서버(최근 복구 지점에 저장된 복사본)에서 로컬로 저장된 로그를 모두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
다.
a.

삭제 정책 드롭다운 메뉴에서 최신 버전 유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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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그 유지 텍스트 필드에 숫자를 입력하고 기간 드롭다운 메뉴에서 관련 기간(일, 주, 월 또는 년)을
선택합니다.

c.

수행을 클릭합니다.

로그 잘라내기 작업이 대기열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작업 중이 아닌 경우 작업이 즉시 실행되어 로그를 잘
라냅니다.
6.

특정한 수의 Oracle 로그 파일만 유지하고 나머지 로그는 잘라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삭제 정책 드롭다운 메뉴에서 지정된 수 유지를 선택합니다.

b.

아카이브 파일 수 텍스트 필드에서 유지할 가장 최신 데이터베이스 로그의 양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c.

수행을 클릭합니다.

로그 잘라내기 작업이 대기열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작업 중이 아닌 경우 작업이 즉시 실행되어 로그를 잘
라냅니다.
7.

이 서버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로그를 잘라내려면 Oracle 서버 정보 창에 나열된 각각의 관련
데이터베이스마다 3단계에서 6단계를 반복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받는 응용 프로그
램 서버 관리 정보
신속한 복구에는 SQL Server, Exchange Server, Oracle 등의 응용 프로그램 서버 지원이 포함됩니다. Rapid
Recovery가 지원하는 특정 버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apid Recovery ### ## ## ###에서 확인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및 관련 파일의 인스턴스가 보호받는 서버에서 탐지될 때만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옵션
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하면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탐색 메뉴에서 보호 대상 SQL Server를 선택하면 보호된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메뉴 옵션에는 SQL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탐색 메뉴에서 보호 대상 Exchange Server를 선택하면 보호된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메뉴 옵션에
는 Exchange 드롭다운 메뉴 옵션이 있습니다.
보호받는 Oracle 서버를 보호받는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호받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
버의 고유 기능인 Oracle Server 정보 창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이 옵션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호받는 SQL Server, Exchange Server, Oracle
서버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로그 잘라내기 수행. SQL Server, Exchange 메일 서버 및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 로그에는 다음이 포
함됩니다. SQL 로그를 잘라내기 위한 프로세스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식별합니다. Exchange
Server 서버의 로그를 잘라낼 때 프로세스는 사용 가능한 공간을 식별하고 서버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합니
다. Oracle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자르기 기능은 Oracle 서버에서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제거함으로써
보호받는 서버에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

관련 서버에 대한 자격 증명 설정. SQL Server를 사용할 경우 단일 보호 대상 SQL Server 컴퓨터에 대한 자
격 증명을 설정하거나, 모든 보호 대상 SQL Server에 대한 기본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Server를 사용할 경우 보호 대상 서버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QL Server, Exchange Server, Oracle 서버의 복구 지점에서 검사 상태 보기 보호받는 SQL Server,
Exchange Server, Oracle 서버 컴퓨터에서 캡처한 복구 지점은 해당하는 색상 상태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이
러한 색상들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와 관련된 다양한 검사의 성공/실패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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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에서는 보호받는 SQL Server, Exchange Server 또는 Oracle 컴퓨터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

복구 지점 상태 표시기 이해

•

보호되는 SQL Server의 설정 및 기능

•

보호된 Exchange 서버의 설정 및 기능

•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호 정보

서버 클러스터 보호 정보
Rapid Recovery에서 서버 클러스터 보호는 개별 클러스터 노드(클러스터에 있는 개별 컴퓨터)에 설치된 Rapid
Recovery 보호된 컴퓨터와 이러한 컴퓨터를 모두 하나의 복합 컴퓨터처럼 보호하는 Rapid Recovery Core와 연결
됩니다.
Rapid Recovery Core가 쉽게 클러스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에서 클러스터
는 개별 엔터티로 구성되어 관련 노드를 포함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탐색 영역의 보호
된 컴퓨터 메뉴 아래에 보호된 클러스터가 나열됩니다. 각 클러스터 바로 아래에 연결된 개별 노드 또는 에이전트
컴퓨터가 나타납니다. 각 컴퓨터는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보호된 컴퓨터입니다. 클러스터를
클릭할 경우 Core Console에 클러스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Core 및 클러스터 수준에서 관련된 노드 및 공유 볼륨 목록과 같은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에 클러스터 정보를 표시할 때 맨 위 탐색 메뉴에서 보호된 노드를 클릭하여 클러스터에 있는 개별 노드의
요약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 표를 통해 각 노드에 대해 강제로 스냅숏 생성, 1회 내보내기 수행 또는 가상 대
기 설정, 복구 지점 조회 또는 마운트, 복구 지점에서 복원, 클러스터 노드를 고유한 보호된 컴퓨터로 변환, 보호에
서 노드 제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Exchange 또는 SQL Server인 경우 로그를 자르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또한 클러스터 수준에서 클러스터의 노드에 대한 해당 Exchange 및 SQL 클러스터 메타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및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공유 볼륨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탐색 메뉴에서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를 클릭하면 Core Console에 표시되는 정보는 클러스터의 해당 노드에
특정한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노드에 특정한 정보를 보거나 해당 노드에 대한 설정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 버전 및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클러스터 공유 볼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Rapid Recovery ### ## ## ###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
Rapid Recovery의 Rapid Snap for Virtual 기능은 에이전트 없는 보호 기능으로도 불립니다. 모든 VM에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하지 않아도 Core의 VM(가상 컴퓨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UTION: Quest에서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한 번에 VM 200개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중 컴
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할 때 VM을 200개 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200개 이상의 VM 결과를 보호하려 할
경우 UI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Core에서 에이전트 없이 보호할 수 있는 VM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고 내일 별도로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enter/ESXi VM 보호 및 Hyper-V 서버 및 클러스터에서 VM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vCenter/ESXi VM 보호
Rapid Recovery를 통해 VM 또는 ESXi 호스트에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하지 않고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아
카이브하면서 vCenter/ESXi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은(는) ESXi 클라이언트와 VMware에 고
유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단일 호스트에서 선택한 VM을 감지하고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
Rapid Recovery Core이(가) 가상 컴퓨터 디스크(VMDK)와 통신하여 보호된 볼륨의 필수 세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Rapid Recovery은(는) VMDK가 아니라 볼륨에 기반하여 복구 지점을 생성하기 때문에 각 볼륨을 별도로 마운트하
고, 복원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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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은(는) VMware vCenter/ESXi 하이퍼바이저 호스트를 기술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중 컴퓨
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vCenter/ESXi 호스트를 선택하면 호스트를 Rapid Recovery Core에 상위 항목으로 추
가합니다. 실제 호스트에서 오는 데이터 파일이나 데이터는 Core의 스냅숏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의 VM 게스트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VM은 Core GUI에서 상위 호스트의 하위 항목으로서 나타납니다.
ESXi VM에 대해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선택하는 경우, 보호받는 VM(
여 보호받는 ESXi VM의 아이콘과 다른 모양으로 보입니다(예:

)은 Rapid Recovery Agent을(를) 사용하

).

NOTE: Quest에서는 vSphere 또는 ESXi 호스트에 보호할 가상 컴퓨터(VM)에 VMware Tools를 설치하
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운영 체제(OS)를 사용하는 VM에 VMware Tool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Rapid
Recovery Core에서 캡처하는 백업은 Microsoft 볼륨 섀도 카피 서비스(VSS)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이 제공됩니다. VMware Tools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에이전트 없는 VM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위한 VMware Tools 설치 이점 및 충돌 일치 및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
업 이해에서 확인하십시오.
VMware Tools가 설치된 경우, 에이전트 없는 보호는 VMware CBT(Changed Block Tracking)를 활용하여 증분 스
냅숏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줍니다. CBT는 VMDK 파일에서 변경된 블록을 확인하여 Rapid Recovery이(가) 마지막
스냅숏 이후 변경된 디스크 부분만 백업하도록 합니다. 이 백업 방법은 네트워크 및 저장소 요소에서 백업 작업을
단축시키고 리소스 사용을 줄입니다.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일부 속성에는 다음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

호스트 컴퓨터에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ESXi 또는 Hyper-V 호스트에 추가된 새로운 VM을 자동으로 보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각 개별 VM에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전원이 꺼져 있어도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Agent 없는 보호는 모든 게스트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

보호받는 상위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 게스트 VM을 연결할 경우, Core에서 VM을 보호할 때는 엔터프라이
즈 라이센스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

선택적으로 SQL Server 및 Exchange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호하고 수집할 수있습니다.

•

(Agent가 아닌) Core에서 보호된 SQL 및 Exchange 서버로부터 캡처한 복구 지점에 대한 연결성 검사, 로그
잘라내기 및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할 수있습니다.

•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동적 디스크 또는 볼륨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NOTE: 동적 볼륨이 복잡한 경우(스트라이핑, 미러링, 스팬 또는 RAID) 디스크 이미지로 내보내고 내보
낸 VM에서 내보내기 작업을 완료한 후 볼륨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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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i VM에 대해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할 이유는 많지만 사용자의 환경 및 비즈니스 요건에 가장 적합한 보호 방
법을 선택하십시오. Agent 없는 보호를 선택할 때 앞서 언급한 이점과 함께 다음 고려 사항도 염두에 두십시오.
•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에이전트 없는 보호는 Oracle 관련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파일
및 운영 체제는 스냅숏에 백업되지만, Oracle 관련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
로그램을 지원하려면 Rapid Recovery Agent을(를) 사용하여 서버를 보호하십시오.

•

Agent 없는 보호는 볼륨 레벨에서 동적 볼륨(예: 스팬, 스트라이핑, 미러링 또는 RAID 볼륨)의 보호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디스크 레벨에서 보호합니다.

•

Agent 없는 보호는 라이브 복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ve Recovery 이해을
(를) 참조하십시오.

•

보호받는 VM에 단일 볼륨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VM은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

Agent 없는 보호는 가상 디스크 유형이 Thick Provision Eager Zeroed인 경우 VM에서 사용된 실제 공간의 양
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SXi VM에 대해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Agent 없이 성공적으로 보호하려면 호스트가 다음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스트 컴퓨터에서 ESXi 버전 5.0.0 빌드 62386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호스트 컴퓨터는 Rapid Recovery ### ## ## ###에 명시된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볼륨 레벨 보호의 경우 VMDK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 파티션 테이블 또는 GUID 파티션 테이블(GPT)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티션 테이블이 없는 VMDK는 개별 볼륨이 아니라 전체 디스크로 보호됩니다.

•

각 VMware 가상 컴퓨터에 스냅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VMware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Hyper-V 서버 및 클러스터에서 VM 보호
Hyper-V VM을 에이전트 없이 보호하기 위해 각 VM에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트
컴퓨터 또는 클러스터 노드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Agent는 호스트에서 가상 하드 디스크를 보호하고 하드 디스크
파일에 대한 변경 사항을 파일 시스템을 기준으로 볼륨 이미지나 디스크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새 드라이버는 호스
트와 CSV의 VM에 파일 수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Hyper-V에 대한 에이전트 없는 지원은 호스트의 운영 체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운영 체제와 각 운영 체제를 지원하
는 Rapid Recovery 구성 요소의 전체 목록은 Rapid Recovery ### ## ## ###에서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Rapid Recovery 릴리스 6.2 운영 체제 설치 및 호환성 매트릭스"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Quest에서는 Hyper-V 호스트에 보호할 가상 컴퓨터(VM)에 Hyper-V Integration Services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
니다. Hyper-V Integration Services가 Windows OS를 사용하는 VM에 설치되는 경우, Rapid Recovery Core이
(가) 캡처하는 백업은 Microsoft VSS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이 제공됩니다. Hyper-V
Integration Services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에이전트 없는 VM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위한 VMware Tools 설치 이점 및 충돌 일치 및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 이해에서 확인하십시오.
NOTE: Rapid Recovery은(는) VHDX 디스크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VHD 형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CSV에서 VM을 보호하는 경우,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자동 배포 기능을 사용하여 Rapid Recovery Agent
및 드라이버를 각 클러스터 노드에 설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노드에서 각 파일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변경 사
항을 생성하여 CSV에서 모든 VM 작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변경 사항은 스냅숏 또는 시스템 정
리가 다시 시작되기 전후에만 저장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변경 사항은 디스크에 상주하며, 전원 장애나 위험한 종
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분 스냅숏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 설치된 Agent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모든 변
경 사항을 한 개로 병합합니다.
호스트 노드가 실행 중일 때 Rapid Recovery은(는) 백업을 생성합니다. 호스트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백업을 생성
할 수 없지만, 노드 중 한 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Rapid Recovery이(가) 클러스터에서 VM의 스냅숏을 만들
수 있습니다.
NOTE: 최적의 성능을 위해 Hyper-V 호스트나 노드에 대한 최대 동시 전송을 기본 설정값인 1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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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가 없는 Hyper-V 보호에는 모든 VM에 Agent가 설치된 기존의 보호와 동일한 많은 기능이 있으며, 다음과 같
습니다.
•

아카이브

•

복구 지점 무결성 검사

•

복구 지점 탑재

•

새 VM 자동 검색(Agent 없는 보호만 적용)

•

SQL 및Exchange 서버 및 해당 메타데이터 수집

•

Exchange 마운트 가능성 검사 수행

•

SQL연결성 검사

•

복제

•

CSV 파일로의 복원이나 CIF 공유 폴더로의 복원을 포함한 VM 복원

•

게스트 VHDX 형식으로 파일 복원

•

롤업

•

ESXi, VMware Workstation 및 VirtualBox를 포함하여 Hyper-V VM 및 기타 하이퍼바이저에 가상 내보내기

하지만 Agent 없는 Hyper-V 보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지 않
습니다.
•

Live Recovery

•

VHD 형식을 사용하여 CIFS에서 VM 복원

•

게스트 VHD(.vhd) 형식으로 파일 복원

•

게스트 VHD 세트(.vhds) 형식으로 파일 복원
NOTE: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관적인 스냅숏의 경우, 각 VM에 SCSI 컨트롤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
러가 없으면 계속 충돌하는 스냅숏이 생성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지원
Rapid Snap for Virtual을 사용하면Hyper-V 및 ESXi VM에서 실행되는 SQL Server 및 Exchange 응용 프로그램을
에이전트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기능은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응용 프로그램 지원은 Linux VM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한 후에는 VM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 응용 프로그램 메타데이터가 표시되고 컴퓨터 페
이지의 VM 이름 옆에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막는 오류가 발생하면 아이콘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SQL Server 또는 Exchange Server를에이전트 없이 보호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확인하십
시오.
•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면 VM에 전원이 공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Core는 꺼져 있는 컴퓨터에서 메타데이
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

VMware Tools 또는 Hyper-V Integration Services는 보호하려는 VM에 설치해야 합니다.

•

Exchange Server와 SQL Server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VM에서는 로그를 따로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
니다. 두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가 함께 잘립니다.

•

SQL Server 연결성 검사는 Core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보호된 컴퓨터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ESXi VM에서 로그 잘라내기를 실행하려면 호스트에서 ESXi 버전 6.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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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위한 VMware Tools 설치 이점
Rapid Recovery Agent를 사용하지 않고 VM(가상 컴퓨터)을 보호하는 경우, Quest은(는) vSphere 또는 ESXi 호스
트에서 보호받는 VM에 VMware Tools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Quest은(는) Hyper-V 호스트
에서 보호하려는 VM에 Hyper-V Integration Services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기본 하이퍼바이저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Rapid Recovery에서 Microsoft Volume Shadow Copy
Services(VS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틸리티가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에 설치될 경우, Rapid Recovery Core이(가) 캡처하는 백업
역시 V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Rapid Recovery는 스냅숏을 수집하지만
충돌 일치 상태에서만 수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돌 일치 및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Tools 또는 Hyper-V Integration Services의 설치 여부와 VM의 전원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
합니다.
표 40. VM에 대한 백업 유형 조건
하이퍼바이저 도구

VM 전원 상태

백업 유형

Not installed(설치 안 됨)

예

충돌 일치

Not installed(설치 안 됨)

아니요(더티 종료)

충돌 일치

Not installed(설치 안 됨)

아니요(완전한 종료)

응용 프로그램 일치

설치됨

예

응용 프로그램 일치

설치됨

아니요(더티 종료)

충돌 일치

설치됨

아니요(완전한 종료)

응용 프로그램 일치

충돌 일치 및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 이해
Rapid Snap for Virtual 기능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없이 가상 컴퓨터를 보호할 때, 캡처하는 백업 스냅숏의 데이터는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충돌 일치. 최소한 Rapid Recovery Core에 의해 캡처되는 모든 에이전트 없는 백업은 충돌 일치 특성이 있습
니다. 백업은 파일이 캡처된 시점에 보호되는 각 볼륨의 모든 데이터와 운영 체제 시스템 파일에 대한 스냅숏
입니다. 충돌 일치 복구 지점에서 복구하는 경우, VM OS가 시작되고 파일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
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돌 일치 상태에서 트랜잭션 응용 프로그램을 복구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마지막으로 유효한 상태로 돌아갑
니다. 최근 유효한 상태는 충돌 시점이거나 충돌 시점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충돌 시점보다 더 이전
인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파일이 로그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일부 작업을 롤 포워드해야 합니다. 데이
터베이스를 처음 여는 경우 컴퓨터를 시작할 때 지연이 발생하므로 이 프로세스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일치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은 Microsoft의 VSS(Volume Shadow Copy Service)를 사용해
섀도 복사본이 생성될 때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VSS Writer를 사용하면 보류 중인
입력/출력 작업이 완료되고 스냅숏 이전에 적용된 로그 파일은 캡처됩니다. 결과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일치
복구 지점에서 복구할 경우, VM OS가 시작되며 파일 시스템을 읽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QL Server
또는 Exchange 같은 트랜잭션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역시 일치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SQL Server 로그
는 데이터 파일과 일치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수정할 필요 없이 빨리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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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이해
Rapid Recovery를 통해 Rapid Recovery Core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서 Agent Installer, LMU(Local Mount Utility) 또는 SNMP MIB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LM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cal Mount Utility을(를) 참조하십시오. SNM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MP 설정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Agent Installer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Rapid Recovery Agent Installer 다운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Agent Installer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를 참조
하십시오.
Agent Installer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하려는 시스템에 Rapid Recovery Agent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
는 데 사용됩니다. 시스템에 Agent Installer를 설치하기 위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다운로드 페이지에
서 Web Installer를 다운로드하십시오.
NOTE: Core 다운로드는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에서 수행됩니다. Rapid Recovery Core 설치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https://licenseportal.com을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R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 Agent Installer 다운로드
Rapid Recovery Agent Installer를 다운로드하여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배포합니다. Web
Installer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보호하려는 컴퓨터에서 직접 Agent Web Installer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웹 브라우저에서 https://licenseportal.com의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을 엽니다.

b.

왼쪽 탐색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c.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 창에서 Windows Agent 행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해당 설치 프로
그램(32비트 또는 64비트 시스템)에 대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파일(예: Agent-X64-6.0.1.xxxx.exe)이 다운로드 대상 폴더에 저장됩니다.
2.

Core에서 웹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Core Console 아이콘 표시줄에서
한 다음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3.

다운로드 페이지의 Agent 창에서 웹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Agent-Web.exe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

설치 프로그램 파일(예: Agent-X64-6.0.1.xxxx.exe)이 다운로드 대상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설치 프로그램을 해당 컴퓨터로 이동하고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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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nsole에서 동시에 다중 시스템에
Agent 배포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여러 Windows 시스템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경우와 같이 이 시스템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나 vCenter 또는 ESXi 가상 호스트 또
는 Hyper-V 가상 호스트의 일부이거나 이미 로컬 Rapid Recovery Core의 보호를 받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특
정 도메인이나 호스트와 반드시 연관이 없는 시스템에도 수동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
다.
또한 Core Console에서 한 개 이상의 Linux 시스템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CAUTION: Linux 시스템에 AppAssure Agent가 이전에 설치된 경우,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하기
전에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AppAssure Agent를 제거합니다. Linux 시스템에서 Agent를 분
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에서 "Linux 시스템에서 AppAssure
Agent 제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inux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동일한 문
서의 “Linux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배포한 후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Protect Multiple Machines(다중 시스템 보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NOTE: 다중 시스템에 동시에 배포하는 이 기능을 이전에는 일괄 배포라고 했으며, 다중 시스템을 동시에 보
호하는 이 기능을 이전에는 일괄 보호라고 했습니다.
여러 시스템을 대상으로 배포 및 보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다중 시스템에 Rapid Recovery Agent 배포 Core Console에서 동시에 다중 시스템에 Agent 배포을(를) 참조
하십시오.

•

배포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중 컴퓨터에 배포 확인을(를) 참조하십시오.

•

다중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배포하는 동안 Protect machine after install(설치 후 시스템 보호) 옵션을 선택하면 이 작업을 건
너뜁니다.

•

일괄 보호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중 시스템의 보호 모니터링을(를) 참조하십시오.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
여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 배포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간편하게 배
포할 수 있습니다.
Linux 시스템에 배포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합합니다.
NOTE: 이전에 이 기능을 "일괄 배포"라고 했습니다.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Rapid Recovery Core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Windows 시스템을 감지하고 선택한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합니다.

2.

VMware vCenter 또는 ESXi 호스트에 연결하고 게스트를 감지하며 선택한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배
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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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Rapid Recovery Core에 연결하고 Core가 이미 보호하는 Windows 시스템에 현재(최신) Agent 소프트웨
어를 배포합니다 (Linux 시스템의 경우 옵션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배포합니다.)

4.

Hyper-V 서버 또는 클러스터에 연결하고 게스트를 감지하며 선택한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합니
다.

5.

IP 주소 및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Linux 또는 Windows 시스템을 수동으로 지정하고 선택한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합니다.

Core Console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컴퓨터에 배포

•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컴퓨터 배포

•

보호된 시스템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배포

•

시스템에 수동으로 배포
NOTE: Quest에서는 리소스 제약 조건으로 인해 배포 작업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 수를 최대 50대로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NOTE: 대상 시스템에서 BITS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려면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니다.Rapid Recovery에
서는Rapid Recovery Agent Installer의 웹 버전을 사용하여 설치 구성 요소를 배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액세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ore Console을 사용하여 저장 매체(예: USB 드라이브)에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보호하려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Agent Installer 다운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컴퓨터에 배포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Active Directory 서버의 도메인 정보와 로그온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동
시에 배포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Agent 소프트웨어 배포를 클릭합니
다

2.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3.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도메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가 열립니다.

표 41. 도메인 정보 및 자격 증명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사용자 이름

도메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에 있
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도메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컴퓨터 페이지에서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6.

필요한 경우 Agent 설치 후 보호된 컴퓨터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Agent 설치 후 컴퓨터 자동으로 다시
시작(권장)을 선택합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컴퓨터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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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에서 자동 확인 중 문제점을 감지하면 마법사는 경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선택 내용에서 컴퓨터를 지우고 선택한 컴퓨터를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컴퓨터가 자동 확인
에 통과하면 컴퓨터에 Agent 배포 창에 컴퓨터가 나타납니다.
8.

경고 페이지가 나타나도 선택 사항에 만족하면 마침을 다시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컴퓨터에 배포됩니다. 이 컴퓨터는 아직 보호되지 않으며,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다중 컴퓨터 보호을(를) 완료한 후 보호가 시작됩니다.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컴퓨터 배
포
이 절차를 사용하여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
트웨어를 동시에 배포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

•

호스트 위치.

•

보호하려는 각 컴퓨터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
NOTE: 모든 가상 컴퓨터에는 VMware Tool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포할 가상 컴퓨터
의 호스트 이름을 Rapid Recovery에서 검색하지 못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호스트 이름 대신 가상
컴퓨터 이름을 사용하므로 호스트 이름이 가상 컴퓨터 이름과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Agent 소프트웨어 배포를 클릭합니
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가 열립니다.

2.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vCenter / ESXi를 선택합니다.

3.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호스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42. Center/ESXi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VMware vCenter Server/ESXi 가상 호스트의 이름이나 IP 주소입니다.

포트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기본 설정은 443입니다.

사용자 이름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
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이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마법사의 컴퓨터 페이지에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

호스트 및 클러스터

•

VM 및 템플릿

컴퓨터의 목록을 확장한 다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는 VM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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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태인 컴퓨터 또는 설치되지 않은 VMware Tools가 Rapid Recovery에서 검색되면 알림이 표시됩
니다.
7.

배포 후 자동으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려면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다시 시작(권장)을 선택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마법사의 조정 페이지에서, 각 컴퓨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다음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hostname::username::password.

선택한 각 컴퓨터가 Rapid Recovery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NOTE: 각 줄에 하나의 컴퓨터를 입력합니다.
10. 마침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컴퓨터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자동 확인 중 문제점을 감지하면 마법사는 Warnings(경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
이지에서는 선택 내용에서 컴퓨터를 지우고 선택한 컴퓨터를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컴퓨터
가 자동 확인에 통과하면 컴퓨터에 Agent 배포 창에 컴퓨터가 나타납니다.
11. 경고 페이지가 나타나도 선택 사항에 만족하면 마침을 다시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컴퓨터에 배포됩니다. 이 컴퓨터는 아직 보호되지 않으며,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다중 컴퓨터 보호을(를) 완료한 후 보호가 시작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 배포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이미 로컬 Rapid Recovery Core의 보호를 받는 Windows 시스템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NOTE: Linux 사용자의 경우, Agent의 이전 브랜드가 AppAssure(릴리스 5.4.3 또는 이전 버전)이면 먼저
특정 AppAssure Agent 버전에 해당하는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gent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를 설치한 후에 AppAssure Agent를 제거하면 Linux 시스템과 Core 간의 연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Linux 시스템에서 AppAssure Agent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설
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에서 Linux ##### AppAssure Agent ##### ##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Agent 소프트웨어 배포를 클릭합니
다

2.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에서 소스 드롭다운 목록의 로컬 Core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배포하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가 열립니다.

NOTE: 이 경우,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호된 Linux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는 없습니다.
5.

모범 사례는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한 이후에 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포
후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려면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시스템 다시 시작(권장)을 기본 옵션으로 둡니다. 업
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바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면 해당 옵션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6.

마침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시스템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자동 확인 중 문제점을 감지하면 마법사는 경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선택 내용에서 시스템을 지우고 선택한 시스템을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시스템이 자동 확인
에 통과하면 시스템에 Agent 배포 창에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7.

경고 페이지가 나타나도 선택 사항에 만족하면 마침을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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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수동으로 배포
Rapid Recovery Agent를 로컬 Core, Active Directory, vCenter/ESXi 또는 Hyper-V가 아닌 호스트 유형의 다중 시
스템에 배포하려면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CAUTION: Linux 시스템에 AppAssure Agent가 이전에 설치된 경우,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하기
전에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AppAssure Agent를 제거합니다. Linux 시스템에서 Agent를 분
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에서 "Linux 시스템에서 AppAssure
Agent 제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inux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동일한 문
서의 "Linux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Agent 소프트웨어 배포를 선택합니
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가 열립니다.

2.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에서 소스 드롭다운 목록의 수동으로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Agent를 배포할 각 시스템의 시스템 세부 정보를 대화 상자에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각 시스템의 정보를 구분합니다. hostname::username::password::port 형식을 사
용합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포트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Linux 시스템의 경우 항상 SSH 포트(기본
적으로 22임)를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255.255.255::administrator::&11@yYz90z
abc-host-00-1::administrator::99!zU$o83r::8006
Linux-host-00-2::administrator::p@$$w0rD::22

5.
6.

배포 후 자동으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려면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시스템 다시 시작(권장)을 선택합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시스템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자동 확인 중 문제점을 감지하면 마법사는 경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선택 내용에서 시스템을 지우고 선택한 시스템을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시스템이 자동 확인
에 통과하면 시스템에 Agent 배포 창에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7.

경고 페이지가 나타나도 선택 사항에 만족하면 마침을 다시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시스템에 배포됩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보호되지 않으며, 수동으로
다중 컴퓨터 보호을(를) 완료한 후 보호가 시작됩니다.

다중 컴퓨터에 배포 확인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동시에 배포한 후 보호된 컴퓨터 메뉴 아래 나열되는
각 컴퓨터를 보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일괄 배포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하고

(이벤트)를 클릭한 다음 경고를 클릭합니다.

이벤트가 시작된 시간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고 이벤트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성공한 각 Agent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해 보호된 컴퓨터가 추가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2.

(선택 사항) 보호된 컴퓨터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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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선택한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보호된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

마지막 스냅숏(해당되는 경우).

•

선택한 컴퓨터의 보호 일정에 따라 예약된 다음 스냅숏 시간.

•

이 보호된 컴퓨터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있는 경우)

•

Agent 소프트웨어 버전.

배포 설정 수정
배포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2.

설정 창의 왼쪽 열에서 배포 섹션으로 이동하려면 배포를 클릭합니다.

3.

텍스트 상자 또는 드롭다운 목록으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하여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정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표 43. 배포 옵션
옵션

설명

Agent Installer
이름

에이전트 실행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Agent-web.exe입니다.

Core 주소

Core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신 실패 제한
시간

제한 시간 초과 전 활동하지 않고 대기할 시간을 분으로 입력합니다.

최대 병렬 설치

동시에 설치하려는 최대 설치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 및 제한은 100입니다.

설치 후 자동 재
부팅

예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아니요에 대한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배포 후 보호

예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아니요에 대한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보호 일정 이해
보호 일정은 보호된 에이전트 컴퓨터에서 Rapid Recovery Core로 백업이 전송될 시기를 정의합니다.
Core 보호 기능에 추가된 모든 컴퓨터의 첫 번째 백업 전송을 기본 이미지 스냅숏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모든 볼륨
에 있는 모든 데이터(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및 설정 포함)가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며, 전송 중인 데이터 크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분 스냅숏(마지막 백업 이후 보호된 컴퓨터에서 변경된 데이
터로만 구성되는 더 작은 백업)이 정의된 간격(예: 60분마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백업에는 기본 이미지보다 적은 데이터가 포함되므로 전송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호 일정은 처음에 컴퓨터 보호 마법사 또는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요건에 맞게 보호 일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기간 또는 일별 보호 시간 선택). 그런 다음 보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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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에 있는 보호 일정 대화 상자에서 언제든지 기존 일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일정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기본 보호 일정을 제공하며, 기본 보호 일정에는 단일 기간(오전 12:00 ~ 오후 11:59)이 정
의된 상태에서 주의 모든 날짜를 포함하는 단일 기간이 포함됩니다. 기본 간격(스냅숏 간의 기간)은 60분입니다. 보
호를 처음 활성화할 때 일정도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현재 시간에 관계없이 최초 백업이 시
간 단위로 매시간 발생합니다(오전 12:00, 오전 1:00, 오전 2:00 등).
기간을 선택하면 기본 보호 일정을 보고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보호 시간을 선택하면 Rapid
Recovery Core가 지정한 시간에 매일 한 번씩 지정된 보호된 컴퓨터를 백업합니다.
일정을 사용자 지정하여 가능한 평일 및 주말 기간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보호된 컴퓨터를 평일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 매 시간마다 세 번의 스냅숏을 작성하도록 평일 간격을
2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트래픽이 낮으면 주말 간격을 60분에서 180분으로 늘려 3시간마다 한 번 스냅숏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본 일정을 변경하여 매일 피크 시간 및 피크 시간대가 아닌 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
면 기본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더 작은 시간 범위로 변경하고(예: 오전 12:00 ~ 오후 4:59) 적합한 간격을 설정합니다
(예: 20분). 이는 피크 시간대 동안 빈번한 백업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시간(오후 5:00 ~ 오후 11:59)에 대
한 평일 시간 범위를 추가한 후 적절한(대부분 더 큰) 간격(예: 180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매일 오후
5:00에서 자정까지 포함되는 피크 시간대 이외의 시간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하면 오후 5:00에서 오후
11:59까지는 3시간마다, 자정부터 오후 4:59까지는 20분마다 스냅숏이 작성됩니다.
보호 일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보호 일정을 수정하거나 생성할 때 Rapid Recovery에 일정을 재사용 가능한 템플
릿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므로 다른 보호된 컴퓨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마법사의 기타 옵션에는 일별 보호 시간 설정이 포함됩니다. 이 설정은 매일 정의된 기간에 단일 백업을 생성
합니다(기본 설정은 오후 12:00).
마법사를 사용하여 하나 또는 다중 컴퓨터를 보호 중인 경우 처음에 보호를 일시 중지하여 컴퓨터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일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보호 일정에 따라 컴퓨터를 보호할 준비가 되면 명시적으로 보
호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를 재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
하십시오. (선택 사항) 컴퓨터를 즉시 보호하려는 경우 스냅숏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작성을
(를) 참조하십시오.
See also: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
See also: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호 일정 기간 생성

컴퓨터 보호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이미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다시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지정한 단일 컴퓨터에서 데이터 보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컴퓨터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법은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VMware, ESXi 호스트 또는 Hyper-V 호스트에서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호하
려는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 전에 Agent 소프
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
습니다. 에이전트 없는 보호 및 해당 제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에서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컴퓨터를 보호하기 전에 Agent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지 않으면 마법사 수행 중에 보호할 특정 볼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없
이 보호되는 컴퓨터의 모든 볼륨이 보호됩니다. Rapid Recovery은(는) EISA 파티션을 사용하여 구성된 컴
퓨터의 보호 및 복구를 지원합니다. Windows Recovery Environment(Windows RE)를 사용하는 Windows 8
및 8.1 및 Windows 2012 및 2012 R2 컴퓨터로도 지원이 확장됩니다.
보호를 추가하는 경우 IP 주소 및 포트와 같은 연결 정보를 정의하고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제공해
야 합니다. (선택 사항) IP 주소 대신 Core Console에 나타나는 표시 이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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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Core Console에서 세부 정보를 볼 때 보호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보호 일정을 정
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프로세스는 고급 구성을 선택하는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선택적 단계를 포함합니다. 고급 옵션에는 리포지토
리 기능 및 암호화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숏을 저장할 기존 Rapid Recovery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거나 새 리
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의 Core에 저장된 데이터에 적용할 기존 암호화 키를 지정하거나 새
암호화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 마법사의 워크플로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마법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
다. 마찬가지로, Core에 이미 리포지토리가 존재하는 경우 리포지토리를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AUTION: Rapid Recovery에서는 ext2 부트 파티션이 있는 Linux 컴퓨터의 Bare Metal Restore(BMR)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파티션이 있는 컴퓨터에서 BMR를 수행할 경우 컴퓨터가 시작되지 않습
니다. 나중에 이 컴퓨터에서 BMR를 수행하려면 컴퓨터 보호 및 백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ext2 파티션을
ext3 또는 ext4로 변환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시작하는 경우 2단계로 이동합니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시작하는 경우 단추 모음에서 보호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2.

3.

시작 페이지에서 적절한 설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포지토리를 정의하거나 암호화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반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컴퓨터에 대해 리포지토리를 만들거나 다른 리포지토리를 정의해야 하거나 마법사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설정하려면 고급(선택 단계 표시)을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컴퓨터 보호 마법사의 시작 페이지를 더는 보지 않으려면 다음에 마법사를 열 때 이 시작 페
이지를 건너뜁니다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선택한 항목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연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연결 페이지에서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연결할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44. 컴퓨터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운영 체제

보호할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Windows 또는 Linux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보호하려는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포트

Rapid Recovery Core이(가) 컴퓨터의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8006입니다.

사용자 이름

이 컴퓨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이 컴퓨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컴퓨터 보호 마법사 옆에 Agent 설치 페이지가 나타나면 이는 Rapid Recovery이(가) 컴퓨터에서 Rapid
Recovery Agent를 검색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을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단계로 이동
합니다.
컴퓨터 보호 마법사 옆에 Agent 업그레이드 페이지가 나타나면 이는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Agent 소프트웨
어의 이전 버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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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ore로 백업하려면 먼저 Agent 소프트웨어가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 컴퓨터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된 컴퓨터를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재부팅하려면 다음을 클릭하기 전에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다시 시작(권장) 옵션을 선택합니다.
5.

Agent 업그레이드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Rapid Recovery Core 버전과 일치하는 Agent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을 배포하려면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

Agent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컴퓨터를 계속 보호하려면 Rapid Recovery Agent 소프
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보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금지된 구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8.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
의 요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일정 옵션이 마법사 워크플로에 추가됩니다.

9.

이 Core에서 이전에 보호했던 컴퓨터를 다시 보호하고 기존 리포지토리와 다른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 보호 페이지 하단에서 이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리포지토리 선택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고급 옵션(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포함)이 마법사 워크플로에 추가됩니다.

10.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2단계의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
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3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11단계로 이동합니다.

•

2단계의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3
단계를 진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11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1.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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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리포지토리를 변경하고 싶다고 표시하지 않았으며 2단계에서 고급 옵션
을 선택했다면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6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미 리포지토리 정보를 구성했으며 2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했거나 리포지토리 변경을 원한다고 표시
한 경우에는 리포지토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3단계로 이동합니다.
13.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15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45.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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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15.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46.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6.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47.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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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17.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18.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클러스터 보호
이 항목에서는 Rapid Recovery에서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호에 클러스터
를 추가할 때 클러스터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클러스터 응용 프로그램 또는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
어를 포함하는 클러스터 노드 또는 컴퓨터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NOTE: 리포지토리는 보호된 노드에서 캡처된 데이터의 스냅숏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보호를 시작하기 전에 Rapid Recovery Core와 연결된 리포지토리를 하나 이상 설정했어야 합니다.
리포지토리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단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클러스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2.

마법사의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표 48. 클러스터에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클러스터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클러스터 응용 프로그램 또는 클러스터 노드 중 하
나.

포트

Rapid Recovery Core가 Agent와 통신하는 컴퓨터의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포트는 8006입니다.

사용자 이름

이 컴퓨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도메인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예: domain_name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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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NOTE: 도메인 이름은 필수 사항입니다. 로컬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클러
스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암호
5.

이 컴퓨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클러스터 노드에 이미 구버전 Rapid Recovery Agent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법사에
Upgrade 페이지가 나타나며 Agent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6.

마법사의 노드 페이지에서 보호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각 컴퓨터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다음, 다중 시스템 보호 마법사에 보호 페이지가 나타나면 11단계로 건너뜁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아직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배포되지 않았거나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할 수 없으면 선택
한 컴퓨터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8.

선택적으로 마법사의 경고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선택적으로 경고 페이지에서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재시작을 선택합니다.
NOTE: Quest에서는 이 옵션을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10.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
다.
보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1.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
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2.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13.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6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6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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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4.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9
단계로 이동합니다.
16.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19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49.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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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18.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50.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9.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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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0.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1.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클러스터의 노드 보호
이 작업 전에 클러스터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Rapid Recovery Agent가 설치된 클러스터 노드 또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이 절차에서는 클러스터를 보호할 때 빠뜨렸을 수도 있는 개별 노드를 보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 아래에서 보호하려는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의 요약 페이지에서 보호된 노드를 클릭합니다.

3.

보호된 노드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노드 보호를 클릭합니다.

4.

클러스터 노드 보호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표 52. 클러스터 노드 보호 설정
텍스트 상
자

설명

호스트

보호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노드로 구성된 드롭다운 목록.

포트

Rapid Recovery Core에서 노드의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포트 번호.

사용자 이
름

이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도메인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예: example_domain\administrator
또는 administrator@example_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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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
자

설명

암호

이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5.

노드를 추가하려면 연결을 클릭합니다.

6.

기본 보호 설정으로 이 노드 보호를 시작하려면 13단계로 이동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모든 볼륨이 60분 주기의 일정으로 보호됩니다.

7.

기본 설정이 아닌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려면 [노드 이름] 보호 대화 상자에서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리포
지토리를 선택합니다.

8.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이 클러스터의 복구 지점을 보안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암호화 키
를 선택합니다.

9.

이 절차를 완료한 후 즉시 보호가 시작되지 않게 하려면 초기 보호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10. 사용자 지정 설정(예: 공유 볼륨의 보호 일정 사용자 지정)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개별 볼륨의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정하려는 볼륨 옆으로 이동하여 관련 볼륨 옆의
기능을 클릭합니다.

b.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11. 보호를 클릭합니다.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
보호 마법사 내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생성하는 절차는 단순 모드에서 기존 컴퓨터의 보호 일정을 생성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마법사 또는 단순 모드에서 생성된 보호 일정은 템플릿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또는
여러 개의 보호 일정을 생성하려면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호 일정 기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일정을 생성하고 보호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보호 마법사(컴퓨터 보호, 다중 컴퓨터 보호, 클러스터 보호)를 사용하는 경우 마법사의 보호 페이지에
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

이미 보호되는 컴퓨터에 보호 일정을 생성하는 경우, 보호되는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에서 보호되는 컴
퓨터의 볼륨을 확장하고 적용 가능한 볼륨을 선택한 뒤 일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보호 일정 페이지 또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3.

보호 일정 페이지 또는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설정된 날짜 및 지정된 시간에 실행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하려면 기간을 선택한 후 3단계를 진행합니
다.

•

매일 컴퓨터를 백업하도록 특정 시간을 설정하려면 일별 보호 시간을 선택한 뒤 7단계를 진행합니다.

모든 기간에 대해 일정 간격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하여 시간 간격을 생성합니다.

b.

기간마다 간격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여 적절한 간격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중 20분 주기로 스냅숏을 수행하려면 기본 간격 60에 강조 표시하여 값을 20으로 바
꿉니다.
4.

피크 및 피크 외 시간대에 스냅숏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피크 범위에 대해 최적의 간격을
설정한 뒤 나머지 시간에 스냅숏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통해 피크 외 시간대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a.

주중을 선택합니다.

b.

시작 및 종료 시간대를 설정하여 피크 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 범위를 생성합니다.

c.

x분마다 상자에서 피크 시간대 중에 Rapid Recovery가 복구 지점을 얼마나 자주 생성해야 하는지
에 대한 간격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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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기간에 대해 선택한 시간 범위 동안 20분 주기로 스냅숏을 수행하려면 기본 간격 60에 강
조 표시하여 값을 20으로 바꿉니다.
d.

피크 이외 시간대 중에 스냅숏 일정을 설정하려면 나머지 시간에 스냅숏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e.

x분마다 상자에서 피크 이외 시간대 중에 Rapid Recovery가 복구 지점을 얼마나 자주 생성해야 하
는지에 대한 간격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간대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적고 백업해야 할 변경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스냅숏을
적게 만들고 60분의 기본 간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5.

7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6.

매일 단일 백업이 발생하는 날짜의 단일 시간을 설정하려면 일별 보호 시간을 선택한 다음 HH:MM AM 형식
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9:00에 일별 백업을 수행하려면 09:00 PM을 입력합니다.

7.

백업을 시작하지 않고 일정을 정의하려면 초기 보호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마법사에서 보호를 일시 중지하면 명시적으로 보호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일시 중지된 상태로 남아 있습
니다. 보호를 다시 시작하면 설정한 일정에 따라 백업이 발생합니다. 보호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8.

변경한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마침 또는 다음 중에서 하나를 클릭합니다.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 마법사의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해당 마법사의 절차를 참조하여 나머지 필
요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See also: 보호 일정 이해
See also: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
See also: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호 일정 기간 생성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호 일정 기간 생성
보호 일정은 보호된 컴퓨터에서 Rapid Recovery Core로 백업이 전송될 시기를 정의합니다. 보호 일정은 처음에 컴
퓨터 보호 마법사 또는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언제든지 보호된 특정 컴퓨터에 대해 요약 페이지에서 기존 보호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보호 일정에 대한 개념적 정보는 보호 일정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컴퓨터 보호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일괄 보호(다중 컴퓨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마법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보호할 때 보호 기간을 사용자 지정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보호
일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호 일정 기간 생성을(를) 참조하십시
오.
보호된 컴퓨터의 볼륨에 대해 기존 보호 일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Core Console의 보호된 컴퓨터 목록에서 변경하려는 보호 일정이 있는 컴퓨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선택한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에 있는 볼륨 창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볼륨을 확장하여 적용 가능한 볼륨을 선
택한 다음 일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볼륨이 보호 일정을 공유합니다.
모든 볼륨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헤더 행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보호 그룹)을 클릭하여 보호 중인 볼륨을
확장하면 모든 볼륨을 확인하고 한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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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일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보호 일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순 모드라고 하는 대화 상자의 초기 페이지에서 기존의 일정을 수정하려면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
호 일정 기간 생성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

이전에 보호 일정 템플릿을 만들었고 이 템플릿을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려면 고급 모드를 클릭하고
템플릿 드롭다운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뒤에 확인을 눌러 확인하고 7단계로 이동합니다.

•

일정에서 기존 기간을 제거하려면 각 기간 옵션 옆의 확인란 선택을 취소한 후 7단계로 이동합니다. 다
음과 같은 옵션이 포함됩니다.

•
4.

▪

주중(월-금): 이 시간 범위는 일반적인 평일 5일을 나타냅니다.

▪

주말(토, 일): 이 시간 범위는 일반적인 주말을 나타냅니다.

새 보호 일정을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고급 모드를 클릭한 뒤 4단계로 계속합니다.

기간은 각 스냅숏 간에 몇 초가 경과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동안의 지정된 시간 범위입니다. 평일 시작 및 종
료 시간이 오전 12:00부터 오후 11:59까지인 경우 단일 기간이 존재합니다. 정의된 기간의 시작 또는 종료 시
간을 변경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해당 기간을 선택합니다.

b.

이 기간의 시작 시간을 변경하려면 시작 시간아래에 있는 시계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살표를 사용하여 오전 8시를 표시합니다.
c.

이 기간의 종료 시간을 변경하려면 종료 시간아래에 있는 시계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살표를 사용하여 오후 6시를 표시합니다.
d.

필요에 따라 간격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 시간대를 정의하는 경우 시간당 세 번 스냅숏을
작성하려면 간격을 6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합니다.

파란색 막대는 이 간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5.

7단계에서 오전 12:00부터 오후 11:59까지 이외의 기간을 정의한 경우, 나머지 시간 범위에서 백업이 발생하
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기간을 추가하여 보호를 정의해야 합니다.
a.

해당 범주 아래에서 기간 추가를 클릭합니다.

b.

시계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 시간으로 오전 12:00 및 종료 시간으로 오전 7:59를 설정합니다.
c.
6.

필요에 따라 간격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 시간대 이외의 기간을 정의하는 경우 두 시간마다
스냅숏을 작성하려면 간격을 60분에서 120분으로 변경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을 계속 생성하고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NOTE: 추가한 기간을 제거하려면 기간의 맨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한 후 예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7.

설정하는 일정에서 템플릿을 만들려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8.

템플릿 저장 대화 상자에 템플릿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9.

보호 일정이 요구사항에 맞으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보호 일정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See also: 보호 일정 이해
See also: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
See also: 고급 모드에서 다수의 보호 일정 기간 생성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보호를 일시 중지하면 선택한 시스템에서 Rapid Recovery Core로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
다. 보호를 다시 시작하면 Rapid Recovery Core가 보호 일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데
이터를 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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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로 보호된 시스템에서 보호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보호 마법사 또는 다중 시스템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보호를 설정하는 경우

•

Rapid Recovery Core의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보호된 시스템 드롭다운 메뉴에서(모든 보호된 시스템에 대
한 보호 일시 중지)

•

보호된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

보호된 시스템 드롭다운 메뉴의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서

•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한 모든 페이지 맨 위에서

시스템 보호 마법사 또는 다중 시스템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보호를 일시 중지하면 명시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
지 보호가 일시 중지됩니다.
마법사 외부에서 보호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 다시 시작할 때까지 보호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정된 시간(일, 시간 및
분 조합으로 지정) 동안 일시 중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만료
되면 시스템이 보호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호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시 중지한 Rapid Recovery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보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Rapid Recovery Core의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보호된 시스템 드롭다운 메뉴에서(모든 보호된 시스템에 대
한 보호 재개)

•

보호된 시스템 드롭다운 메뉴의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서

•

보호된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한 모든 페이지 맨 위에서

보호를 적절히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왼쪽 탐색 영역에서 보호된
시스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호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보호 일시 중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b.

아래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절한 설정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명시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일시 중지를 선택합
니다.

▪

지정된 기간 동안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 기간을 선택한 후 일, 시간 및 분 컨트롤에 적
절한 일시 중지 기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호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가 닫히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 보호가 다시 시작됩니다.
3.

단일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왼쪽 탐색 영역에서 적용할 시스템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호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보호 일시 중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b.

아래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절한 설정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명시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일시 중지를 선택합
니다.

▪

지정된 기간 동안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 기간을 선택한 후 일, 시간 및 분 컨트롤에 적
절한 일시 중지 기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단일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호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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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시스템에 대해 보호가 다시 시작됩니다.
5.

시스템 페이지에서 단일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적용할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a.

페이지 맨 위에서 일시 중지를 클릭합니다.

보호 일시 중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b.

아래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절한 설정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명시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일시 중지를 선택합
니다.

▪

지정된 기간 동안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 기간을 선택한 후 일, 시간 및 분 컨트롤에 적
절한 일시 중지 기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보호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페이지 맨 위에서 재개를 클릭합니다.

b.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보호 다시 시작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보호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정보
Protect Multiple Machines Wizard(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에 대해 두
대 이상의 Windows 컴퓨터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할 워크스테이션과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예: Exchange Server, SQL Server,
Linux 서버 등).
개별 컴퓨터 보호와 마찬가지로, 다중 컴퓨터를 동시에 보호하려면 보호할 각 컴퓨터에 Rapid Recovery Agent 소
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NOTE: 이 규칙의 예외로, VMware/ESXi 호스트 또는 Hyper-V 호스트에서 물리적 컴퓨터를 보호하려는 경
우에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없는 보호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설치가 가능한 보안 정책으로 보호된 컴퓨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컴퓨터 전원을 켜고 컴퓨터에 액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Agent 소프트웨어를 다중 컴퓨터에 동시에 배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여러 컴퓨터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 배포을(를) 참조
하십시오.

•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중 컴퓨터를 보호하는 프로세스 중에는 고급 구성을 선택하는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선택적 단계가 포함됩니다.
고급 옵션에는 리포지토리 기능 및 암호화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숏을 저장할 기존 Rapid Recovery 리포지
토리를 지정하거나 새 리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할 컴퓨터의 Core에 저장된 데이터에 적용할 기존
암호화 키를 지정하거나 새 암호화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의 워크플로는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마법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
다. 마찬가지로, Core에 이미 리포지토리가 존재하는 경우 리포지토리를 작성하라는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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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컴퓨터를 보호할 때 구성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릅니다. 다중 컴퓨터를 보호할 때 다음 옵션을(를) 참조하십
시오.
•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다중 컴퓨터 보호

•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다중 컴퓨터 보호

•

Hyper-V 가상 호스트에서 다중 컴퓨터 보호

•

수동으로 다중 컴퓨터 보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다중 컴퓨터 보호
이 절차에 따라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2.

마법사의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5.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도메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53. 도메인 정보 및 자격 증명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사용자 이름

도메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에 있
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도메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마법사의 컴퓨터 선택 페이지에서 보호할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각 컴퓨터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보호 페이지가 나타나면 12단계로 건너뜁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아직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배포되지 않았거나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할 수 없으면 선택
한 컴퓨터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9.

선택적으로 마법사의 경고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선택적으로 경고 페이지에서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재시작을 선택합니다.
NOTE: Quest에서는 이 옵션을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11.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
다.
보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2.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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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
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3.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

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

14.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7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7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5.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0
단계로 이동합니다.
17.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20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54.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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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19.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55.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다중 컴퓨터 보호

143

텍스트 상자

설명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0.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56.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1.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2.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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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 컴퓨터에 배포되고, 컴퓨터가 Core에서 보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다중 컴퓨
터 보호
이 절차를 사용하여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한 대 이상의 컴퓨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경우 Quest에서는 한 번에 200대 이하로 VM 보호를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할 때 VM을 200개 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200개
가 넘는 VM을 보호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Core에서 에이전트 없이 보호할 수 있는 VM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고 내일 별도로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2.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vCenter/ESXi를 선택합니다.

5.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호스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57. Center/ESXi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VMware vCenter Server/ESXi 가상 호스트의 이름이나 IP 주소입니다.

포트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기본 설정은 443입니다.

사용자 이름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
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이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

Agent 없이 보호를 사용하려면 Agent 없이 선택한 VM 보호를 선택한 후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
여 vCenter/ESXi 가상 컴퓨터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컴퓨터 선택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보이는 VM 목록에서 보호할 VM을 선택합니다.

•

VMware 트리 구조를 통해 더 많은 VM을 찾아 이동하려면 트리 보기를 클릭한 다음 호스트 및 클러스
터 또는 VM 및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보호할 VM을 선택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컴퓨터가 오프라인이거나 VMware Tool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탐지하는 경우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조정 페이지에 다음 형식으로 각 컴퓨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hostname::username::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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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각 줄에 하나의 컴퓨터를 입력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보호 페이지가 나타나면 14단계로 건너뜁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아직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배포되지 않았거나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할 수 없으면 선택
한 컴퓨터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11. (선택 사항) 경고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도구 모음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2. 선택적으로 경고 페이지에서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재시작을 선택합니다.
NOTE: Quest에서는 이 옵션을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13.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보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4.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
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5.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16.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9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9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7.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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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2
단계로 이동합니다.
19.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22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58.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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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21.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59.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2.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60.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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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3.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4.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 컴퓨터에 배포되고, 컴퓨터가 Core에서 보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vCenter/ESXi 가상
컴퓨터 보호
다음 절차를 완료하여 에이전트 없이 ESXi 가상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NOTE: Rapid Recovery에서는 vSphere 또는 ESXi 호스트에 보호할 가상 컴퓨터(VM)에 VMware Tools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운영 체제(OS)를 사용하는 VM에 VMware Tools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Rapid Recovery Core에서 캡처하는 백업은 Microsoft 볼륨 섀도 서비스(VSS)를 사용합니다. VMware
Tools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에이전트 없는 VM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위한
VMware Tools 설치 이점에서 확인하십시오.
CAUTION: Quest에서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한 번에 VM 200개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
어,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할 때 VM을 200개 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200개가 넘는 VM을 보호하
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Core에서 에이전트 없이 보호할 수 있는 VM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
다. 예를 들어, 오늘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고 내일 별도로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vCenter/ESX(i)를 선택합니다.

5.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호스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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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vCenter/ESX(i)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가상 호스트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포트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기본 설정은 443입니다.

사용자 이름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
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이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6.

선택한 VM을 에이전트 없이 보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7.

컴퓨터 선택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8.

•

보이는 VM 목록에서 보호할 VM을 선택합니다.

•

VMware 트리 구조를 통해 더 많은 VM을 찾아 이동하려면 트리 보기를 클릭한 다음 호스트 및 클러스
터 또는 VM 및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보호할 VM을 선택합니다.

호스트에 새 VM을 추가할 때 자동으로 보호하려면 새 컴퓨터 자동으로 추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
다.
NOTE: 보호할 각 VM에서 VMware 변경된 블록 추적(CBT)을 사용해야 합니다. VMware 변경된 블록
추적(CBT)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Rapid Recovery는 보호하기 위해 CBT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a.

9.

자동 보호 페이지에서 새 컴퓨터를 추가할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보호 페이지가 나타나면 12단계로 건너뜁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아직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배포되지 않았거나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할 수 없으면 선택
한 컴퓨터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10. (선택 사항) 경고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도구 모음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호가 나타납니다.
12.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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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

13.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5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5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4.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8
단계로 이동합니다.
15.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18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62.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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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17.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63.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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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8.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64.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19.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0.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Hyper-V 가상 호스트에서 다중 컴퓨터 보호
이 절차를 사용하여 VMware 가상 호스트에서 한 대 이상의 컴퓨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할 경우 Quest에서는 한 번에 200대 이하로 VM 보호를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할 때 VM을 200개 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200개
가 넘는 VM을 보호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Core에서 에이전트 없이 보호할 수 있는 VM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고 내일 별도로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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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

Hyper-V 서버

•

Hyper-V 클러스터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호스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65. Hyper-V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가상 호스트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포트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기본 설정은 8006입니다.

사용자 이름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
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이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6.

(선택 사항)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려면, 선택 게스트 VM에서 에이전트 없이 Hyper-V 서버를 보호를
선택한 뒤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Hyper-V가상 컴퓨터를 보호룰 참조하십시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컴퓨터 페이지에서 보호할 VM을 선택합니다.

9.

또는, 호스트를 추가할 때 새 VM을 자동으로 보호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상 컴퓨터 자동 보호를 선택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조정 페이지에 다음 형식으로 각 컴퓨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hostname::username::password.
NOTE: 각 줄에 하나의 컴퓨터를 입력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보호 페이지가 나타나면 15단계로 건너뜁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보호하려는 컴퓨터를 제시하거나 지정한 컴퓨터를 다른 이유로 보호할 수 없으면 선택
한 컴퓨터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13. (선택 사항) 경고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도구 모음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4. 선택적으로 경고 페이지에서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재시작을 선택합니다.
NOTE: Quest에서는 이 옵션을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15.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보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6.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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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
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7.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

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

18.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20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20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9.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3
단계로 이동합니다.
21.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23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66.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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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23.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67.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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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4.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68.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5.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6.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목차
Hyper-V 가상 호스트에서 다중 컴퓨터 보호

157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 컴퓨터에 배포되고, 컴퓨터가 Core에서 보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Hyper-V가상 컴퓨터
를 보호
Rapid Snap for Virtual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가상 컴퓨터 대신 Hyper-V 호스트에만 Rapid Recovery Agent를 설치
하여 Hyper-V 가상 컴퓨터가나 클러스터를 Agent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UTION: Quest에서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한 번에 VM 200개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
어,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사용할 때 VM을 200개 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200개가 넘는 VM을 보호하
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Core에서 에이전트 없이 보호할 수 있는 VM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
다. 예를 들어, 오늘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고 내일 별도로 200개의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에서 연결 페이지의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

Hyper-V 서버

•

Hyper-V 클러스터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호스트 정보 및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69. Hyper-V 연결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가상 호스트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포트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기본 설정은 8006입니다.

사용자 이름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 또는 컴퓨터가 도메인
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암호

이 가상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암호.

6.

4단계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게스트 VM에서 Agent 없이 Hyper-V 서버를 보호 또는 게스트 VM에서
Agent 없이 Hyper-V 클러스터를 보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컴퓨터 선택 페이지에서 보호할 VM을 선택합니다.

9.

또는, 호스트를 추가할 때 새 VM을 자동으로 보호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상 컴퓨터 자동 보호를 선택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목차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Hyper-V가상 컴퓨터를 보호

158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금지된 구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2.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

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

13.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6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6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4.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9
단계로 이동합니다.
16.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19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70.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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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18.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71.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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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9.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72.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0.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1.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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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다중 컴퓨터 보호
이 절차를 사용하여 Age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시에 보호하려는 여러 컴퓨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네트워크의 각 컴퓨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며 연결 정보 및 자격 증명을 포함합니
다. 이 접근 방식은 주로 Linux 컴퓨터를 보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Windows 컴퓨터가
나 Linux 컴퓨터 또는 이 두 가지 조합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를 클릭합니다.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

•

고급(선택 단계 표시)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에서 소스 드롭다운 목록의 수동으로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컴퓨터 선택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각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세부 정보를 대화 상자에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추가할 각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구분합니다. hostname::username::password::port 형식
을 사용합니다. 포트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Windows 또는 Linux 컴퓨터에서 Agent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
는 기본 포트는 8006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255.255.255::administrator::&11@yYz90z
Linux-host-00-2::administrator::p@$$w0rD::8006

7.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다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보호 페이지가 나타나면 11단계로 건너뜁니다.
Agent 소프트웨어가 아직 보호하려는 컴퓨터에 배포되지 않았거나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할 수 없으면 선택
한 컴퓨터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8.

(선택 사항) 컴퓨터 경고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도구 모음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선택 사항) 컴퓨터 경고 페이지에서 Agent 설치 후 자동으로 컴퓨터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NOTE: Quest에서는 이 옵션을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다시 시작하면 에이전트 서비스가 실행 중이며 관련된 경우, 해당 컴퓨터를 보호하는 데 적절한 커
널 모듈이 사용됩니다.

10.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보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1. (선택 사항) 보호 페이지에서 보호된 이 컴퓨터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IP 주소 대신 이름을 표시
하려면 표시 이름 필드의 대화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에 설명된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목에 설명된 문자 조
합으로 표시 이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2. 적합한 보호 일정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합니다.
•

기본 보호 일정을 사용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기본 보호(모든 볼륨의 시간별 스냅숏)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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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 일정에서 Core는 매시간 한 번씩 보호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볼륨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마법사
를 닫은 후에 언제든지 보호할 볼륨 선택을 비롯한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면 보호된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보호 일정을 정의하려면 일정 설정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선택합니다.

•

13.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속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마침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마법사를 닫고 지정한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 대해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했으며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16단계로 이동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일반 구성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
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기본 보호를 지정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여 16단계를 진
행하고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옵션을 확인합니다.

•

컴퓨터 보호 마법사에서 고급 구성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용자 지정 보호를 지정한 경우 보호할 볼륨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14. 보호 볼륨 페이지에서 보호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보호에 포함하지 않을 볼륨이 나열되면 확인 열을 클
릭하여 선택 항목을 지웁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 및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보통 C 드라이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보호 일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을 정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 보호 일정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정보를 이미 구성했고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9
단계로 이동합니다.
16.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 리포지토리가 있고 보호할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존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1.

기존 리포지토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기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정의하려면 19단계로 건너뜁니다.

•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려는 경우,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테이블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73. 리포지토리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리포지토리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는 Repository라는 단어와 번호로 구성되며 이 Core의 리포지
토리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포지토리의 기본 이름은 Repository 1입니
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40자의 영숫자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
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치

보호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볼륨은 기본 저장소 위치여야 합니다. 위
치는 로컬(Core 컴퓨터의 드라이브) 또는 CIFS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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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CIFS 공유의 경우 경로는 \\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
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만 해당). 문자 a - z는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리포지토리 저장소 위치의 루트 내에 전용 폴더를 정의합니다. 루트 위
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E:\가 아닌 E:\Repository\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중에 이 단계에서 만든 리포지토리를 제거하면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
에 있는 파일도 모두 삭제됩니다. 루트에 저장소 위치를 정의하는 경우 볼륨(예: E:
\)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일이 삭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
토리 위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지정된 리포지토리 위
치가 네트워크 경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경
로

보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Repository\Metadata라고 입력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문자, 하이픈, 마침표만 사용하십시오(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
인만 해당). 백슬래시 문자는 경로의 레벨을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리포지토리 구성 페이지에서 디스크의 공간을 구성하여 리포지토리를 할당합니다. Quest에서는 메타데이터
에 대한 볼륨을 기본 설정인 20%로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사항) 슬라이더 컨트롤 또는 크기 필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볼륨 공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18. (선택 사항) 스토리지 위치 설정 관련 세부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경우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 표
의 설명에 따라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이 옵션을 숨기려면 고급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리포지
토리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또는 마침을 클릭합니다.
표 74. 저장소 구성 세부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섹터당 바이트

각 섹터에 포함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레코드당 바이
트수

레코드당 평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8192입니다.

쓰기 캐싱 정책

쓰기 캐싱 정책은 리포지토리에서 Windows Cache Manager가 사용되는 방식을 제어하며
여러 구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켜짐

•

해제

•

동기화
설정(기본값)으로 지정하면 Windows가 캐싱을 제어합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버전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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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NOTE: 쓰기 캐싱 정책을 설정으로 지정하면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SP2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Rapid Recovery에서 캐싱을 제어합니다.
동기화로 설정하면 Windows가 동기화 입력/출력뿐만 아니라 캐싱도 제어합니다.

1단계에서 고급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암호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9.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경우 리포지토리에 있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전체에 기존 암호화 키를 적용하려면 기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
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고 암호화 키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
다.

•

향후에 리포지토리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정의하려면 새로운 키와 함께
Core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의 설명에 따라 키 관련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75. 새 암호화 키 정의
텍스트 상자

설명

이름

암호화 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 이름은 1~64개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암호
화 키 목록을 볼 때 설명 필드에 표시됩니다. 설명은 최대 25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와 금지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금지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둡니다.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부에서는 암호를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키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하면 암호를 유
실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0. (선택 사항) 암호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1.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컴퓨터에 보호가 처음 추가되면, 초기에 보호 일시 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보호되는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가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로 전
송됩니다.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 컴퓨터에 배포되고, 컴퓨터가 Core에서 보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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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시스템의 보호 모니터링
Rapid Recovery가 시스템에 보호 정책과 일정을 적용할 때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Rapid Recovery 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작업, 경고 및 이벤트로 구분된 이벤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볼륨이 전송되면 상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이 작업 창에 표시됩니다.
상태별로 작업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활성, 대기 중, 완료됨, 대기 상태임 및 실패함). 자세한 내용은 작
업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수행 대기 중인 작업만 보려면 대기 중인 작업 아이콘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보호된 시스템을 추가하면 작업이 성공했는지 오류가 기록되었는지 나타내는 경고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고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이벤트 보기에 대한 내용은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VM을 에이전트 없는 보호 상태로 전환하고 나면 해당 시스템에 설치된 Exchange 또는 SQL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Rapid Recovery Core로 VM을 보호합니다. 보호 프로세스 중에는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는 옵션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QL 또는 Exchange 시스템을 보호 상태로 전환하고 나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
추가 UI의 여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vCenter/ESXi 가상 컴
퓨터 보호 또는 Agent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Hyper-V가상 컴퓨터를 보호을(를) 참조하십시오.

•

원격 WMI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WMI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대상 가상 컴퓨터(VM)에 Windows
원격 관리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
aa384372(v=vs.85).aspx의 Microsoft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원격으로 로컬 사용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관리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여
LocalAccountTokenFilterPolicy를 구성합니다.
winrm quickconfig

•

WMI 루트 네임스페이스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Agent 없이 Core를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하려면 VM이
TCP 포트 135 및 445에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고 1024 - 1034 포트를 동적으로 할당해야 합
니다.

•

SQL Server 및 Exchange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이 전제 조건은 지원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SQL: 포트 1433 및 1434를 열어 Windows 방화벽을 구성합니다.

◦

Exchange: TCP 및 UDP 389 포트를 엽니다.

게스트를 호스트에 통합합니다. 통합은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최적화 패키지를 설치하여 수행됩니다.
◦

ESXi VM의 경우 에이전트 없는 ESXi VM 보호에 필요한 VMware 도구를 사용합니다.

◦

Hyper-V의 경우 대부분의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Integration Services 번
들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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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없이 보호된 VM에 대해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Core Console에서 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3.

•

단일 VM에 대해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해당 VM의 작업 메뉴를 클릭한 다음 응용 프로그
램 지원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여러 VM에 대해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VM을 선택하고 응용 프로그램 지원 드롭
다운을 클릭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지원 편집 대화 상자에서 VM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지원이 활성화된 보호된 시스템의 이름 옆에 녹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자격 증명을 추가하려면 특정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 상단에서 SQL 또는 Exchange를 클릭하면 됩
니다.

보호된 Exchange 서버의 설정 및 기능
Core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보호 중인 경우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구성할 수 있는 추가 설
정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단일 설정인 자동 탑재 기능 검사 사용을 SQL Server와 관련된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면
Exchange 서버 탑재 기능 검사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 설정은 보호된 시스템의 상태가 녹색(활성) 또는 노란색
(일시 중지됨)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 마운트 가능성 검사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Exchange 서버 시스템의 복구 지점 창에서 주문형 탑재 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마운트 가능성 검사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Core에서 보호되는 Exchange 서버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Exchange 서버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Rapid Recovery Core에서는 Core에서 인증하여 Exchange 서버에
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서버의 자격 증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Server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 설정을
(를) 참조하십시오.

•

Exchange 로그를 잘라냅니다. Exchange 서버 로그의 로그 잘라내기를 강제로 수행하면 보호된 서버의 사
용 가능한 공간과 회수 공간이 이 프로세스에서 식별됩니다.
주문형 Exchange 서버 로그를 잘라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시스템에 대한 로그 잘라내기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세스를 야간 작업 파트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탑재 기능 강제 검사. 이 기능에서는 Exchange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손상을 검색하여 관리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탑재 가능한지 검사합니다.
주문형 탑재 기능을 강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마운트 가능성 검
사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탑재 기능 강제 검사를 각 스냅숏 후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탑재 기능 검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 마운트 가능성 검사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

Exchange Server 복구 지점의 체크섬 강제 검사 이 기능에서는 Exchange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포함된 복
구 지점의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주문형 체크섬을 강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체크섬 검사 수
행을(를) 참조하십시오.

야간 작업 파트로 Exchange 로그를 잘라내고 체크섬을 강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으로 예약할 수 있는 작
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간 작업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야간 작업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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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Server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 설정
로그인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면 보호된 볼륨에 Exchange Server가 있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데이터베
이스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면 자격 증명 설정 기능이 Core Console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Microsoft Exchange Server의 데이터를 보호하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Exchange Server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자격 증명을 설정할 보호된 Exchange Server 시스템
을 선택합니다.
보호된 Exchange Server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요약 페이지 상단의 링크에서 Exchange 메뉴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
메뉴가 표시되면 자격 증명 설정을 선택합니다.

3.

Exchange 자격 증명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을 클릭한 뒤 드롭다운

보호된 Exchange Server에 대한 Exchange 자격 증명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a.

사용자 이름 텍스트 필드에는 Exchange Server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
합니다. 예를 들어 Administrator 또는 시스템이 도메인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가
됩니다.

b.

암호 텍스트 필드에는 Exchange Server 연결을 위해 지정한 사용자 이름과 연관된 암호를 입력합
니다.

c.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확인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change 시스템에 대한 로그 잘라내기 수행
로그 자르기를 강제로 수행하려면 보호된 볼륨에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Rapid Recovery가 데
이터베이스의 존재를 탐지하지 못하면 로그 자르기 기능이 Core Console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호된 Exchange Server에 로그 자르기를 강제로 수행하면 로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필요에 따라 로그 자르기를
강제로 수행하려면 이 절차에 있는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로그 자르기를 강제로 수행하려는 보호된 Exchange
Server를 선택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페이지 상단에서 Exchange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 자르기 강제 적용을 선택합니다.

3.

결과 대화 상자에서 클릭해 로그 자르기 강제 적용을 확인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시스템에서 Exchange Server 로그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이벤트에 대한
팝업 경고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로그 자르기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change 데이터베이스 마운트 가능성 검사 정보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백업하는 경우, 각 스냅숏 이후 모든 Exchange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손상 탐지 기능을 사용하면 관리자에게 잠재적 실패
를 경고하고, 장애 발생 시 Exchange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보호된 시스템의 설정 메뉴로 가서 자동 마운트 가능성 검사 사용 옵션을
예 또는 아니요로 설정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설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마운트 가능성 검사는 야간 설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 마운트 가능성 검사가 Exchange 로그 잘라내기
야간 작업과 함께 활성화되면 로그 잘라내기 작업이 완료된 후 마운트 가능성 검사가 트리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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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된 Exchange Server 시스템의 복구 지점 창에서 요청 시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마운트 가능성 검사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마운트 가능성 검사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7, 2010, 2013 및 2016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Rapid Recovery Agent 서비스 계정을 Exchange의 조직 관리자 역할에 할당해야 합니다.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마운트 가능성 검사 수
행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하려면 보호된 볼륨에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면 마운트 가능성 검사 기능이 Core Console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청 시 시스템에서 특정 Exchange Server 복구 지점에 대해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할 보호된 Exchange
Server 시스템을 선택한 후 복구 지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복구 지점 창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원하는 복구 지점을 찾기 위해 복구 지점을 탐색합니다. 필요한 경우 목록의 복구 지점 오른쪽에서
를 클릭하여 보기를 확장합니다.

화살표

확장된 복구 지점 정보에서 복구 지점에 포함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4.

5.

창에서 올바른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행에 있는
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능성
복구 검사
지점 수행을 선택합니다.
마운트 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마운트 가능성 검사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시스템이 마운트 가능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유형의 이벤트에 대해 팝업 경고가 활
성화되어 있으면 마운트 가능성 검사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운트 가능성 검사의 상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
(를) 참조하십시오.

Exchange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체크섬 검사 수행
체크섬 검사를 수행하려면 보호된 볼륨에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데이터
베이스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면 체크섬 검사 기능이 Core Console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특정 Exchange Server 복구 지점에 대해 체크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콘솔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체크섬 검사를 수행할 보호된 Exchange Server
를 선택한 후 복구 지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구 지점 페이지가 보호된 Exchange Server에 나타납니다.

2.

복구 지점 창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원하는 복구 지점을 찾기 위해 복구 지점을 탐색합니다. 필요한 경우 목록의 복구 지점 오른쪽에서
를 클릭하여 보기를 확장합니다.

화살표

확장된 복구 지점 정보에서 복구 지점에 포함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4.

5.

창에서 올바른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행에 있는
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
수행을
선택합니다.
복구 지점
체크섬 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체크섬 검사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시스템에서 체크섬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유형의 이벤트에 대해 팝업 경고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체크섬 검사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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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섬 검사의 상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
하십시오.

보호되는 SQL Server의 설정 및 기능
Core에서 Microsoft SQL Server를 보호 중인 경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구성할 수 있는 추가 설정이
있으며, 수행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단일 설정인 연결 기능을 SQL Server와 관련된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SQL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여 SQL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복구 지점의 무결성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SQL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검사되고 지원되는 모든 MDF(데이터) 및 LDF(로
그) 파일을 백업 스냅숏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SQL 연결 기능을 검사하려면 Core 시스템에 사용이 허가된 SQL Server의 버전이 있어야 했습
니다. 이제 Rapid Recovery Core에서는 Core의 SQL Server 인스턴스 또는 보호된 SQL Server 시스템의 사용이
허가된 SQL Server 버전에서 SQL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능을 설정하면 이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이 허가된 SQL Server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
결 기능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SQL 연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연결 기능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Core에서 보호되는 SQL 서버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SQL Server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는 정보를 획득할 SQL Server를 Core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호된 SQL 서버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
정할 수도 있고, 모든 보호된 SQL Server에 대한 기본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QL Server의 자격 증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Server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 설정을(를) 참조
하십시오.

•

SQL 로그를 잘라냅니다. SQL Server 로그의 로그 잘라내기를 강제로 수행하면 보호된 서버에서 사용 가능
한 공간이 이 프로세스에서 식별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공간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필요 시 SQL Server 로그를 잘라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시스템에 대한 로그 잘라내기 수행을
(를) 참조하십시오.

•

SQL Server의 연결 기능 검사를 강제로 수행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SQL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검사되
고 지원되는 모든 MDF(데이터) 및 LDF(로그) 파일을 백업 스냅숏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시 SQL Server의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Server 연결성 검사 수
행을(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증명 지정 외에는, 앞의 목록에서 설명한 각각의 기능을 필요 시 수행할 수 있으며 Core에 대해 수행되는 야간
작업의 일부로 발생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작업으로 예약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간
작업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야간 작업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을(를) 참조
하십시오.

SQL Server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 설정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Rapid Recovery Core에서 SQL Server 시스템을 보호 대상에 추가해야 합니다. 시스템 보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경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모든 SQL Server
또는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SQL Server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는 보호 대상 SQL Server 시스템
을 선택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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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SQL Server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요약 페이지 상단의 링크에서 SQL 메뉴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
가 표시되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을 클릭한 뒤 드롭다운 메뉴

모든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기본
자격 증명 설정을 클릭하고 기본 자격 증명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1.

사용자 이름 텍스트 필드에 연결된 모든 SQL Server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을 입력합니다(또는 시스템이 도메인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2.

암호 텍스트 필드에 SQL Server에 연결하기 위해 지정한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확인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단일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면 보호 대상 SQL Server 시스
템의 표시 이름을 클릭하고 인스턴스 자격 증명 편집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자격 증명 유형(기본값, Windows 또는 SQL)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이름 텍스트 필드에 SQL Server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예:
Administrator)을 입력합니다(또는 시스템이 도메인에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Administrator).

3.

암호 텍스트 필드에 SQL Server에 연결하기 위해 지정한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확인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SQL 시스템에 대한 로그 잘라내기 수행
SQL Server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로그 잘라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 잘라내기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
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SQL 시스템에 대해 실시했을 때 잘라내기는 디스크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식별하지만, 로그의 크기
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로그 자르기를 강제로 수행하려는 시스템을 선택합니
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페이지 상단에 있는 요약 페이지(또는 이 보호된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에서)에서 SQL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
하고 로그 자르기 강제 적용을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하여 로그 잘라내기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SQL 연결 기능 정보
SQL 연결 기능을 통해 Rapid Recovery Core는 SQL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파일(.MDF 파일)을 연결하고 데이터베
이스 파일(.LDF 파일)을 보호된 SQL Server의 스냅숏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스냅숏은 Microsoft SQL Server의
로컬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캡처됩니다.
SQL Server 시스템을 보호하는 Rapid Recovery 사용자에 대한 관련 문제는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SQL Server 인
스턴스, 그리고 SQL 연결 기능 수행 방식(주문형 또는 야간 작업의 일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re에서는 연결 기능 검사를 통해 SQL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검사하고 백업 스냅숏에서 모든 MDF 및 LDF 파
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능 검사는 특정 복구 지점에 대해 또는 야간 작업의 일부로 요청 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QL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려면 SQL Server 연결성 검사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SQL 연결 기능을 하루에 한
번 야간 작업 중 지정한 시간에 수행하려면 야간 작업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검사 옵션을 활성화하십시
오. Core에 대해 야간 작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을(를) 참조하십시
오. 특정 시스템(이 경우에 보호된 SQL Server)에 대해 야간 작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
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이전 버전에서는 SQL 연결 기능을 수행하려면 Microsoft SQL Server 로컬 인스턴스가 Core 시스템에 설치되고 구
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Rapid Recovery Core에서는 Core의 SQL Server 인스턴스 또는 보호된 SQL Serv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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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SQL Server 인스턴스에서 연결 기능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인스턴스는
Microsoft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정품 라이센스 버전의 SQL Server여야 합니다. Microsoft는 수동적인
SQL 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지정하는 SQL Server 인스턴스는 모든 연결 검사에 사용됩니다. 연결 기능은 Core 설정과 야간 작업 간
에 동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작업을 위해 SQL Server의 Core 인스턴스 사용을 지정할 경우 주문형 연결 기능
검사에서도 해당 Core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특정 보호된 시스템에서 SQL Server 인스턴스 사용을 지정할 경우
모든 주문형 및 야간 연결 기능 검사에서 보호된 시스템의 로컬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전역 Core 설정의 일부로 사용할 SQL Server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e SQL 연결 기능 설정 관
리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보호된 SQL Server 시스템에서 연결 기능 검사를 수행하려면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해당 서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없는 보호는 SQL 연결 기능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연결 기능은 SQL Server 2005, 2008, 2008 R2, 2012 및 2014를 지원합니다. 테스트에
사용되는 계정에는 SQL Server 인스턴스에서 sysadmin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SQL Server 온디스크 저장 형식은 64-bit 및 32-bit 환경에서 모두 동일하며 연결성은 두 가지 버전에서 모두 작동합
니다. 한 환경에서 실행 중인 서버 인스턴스에서 분리된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버 인스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Core의 SQL Server 버전은 SQL Server가 설치된 모든 보호된 시스템의 SQL Server 버전과 같거나
이후 버전이어야 합니다.

SQL Server 연결성 검사 수행
연결성 검사를 수행하려면 보호된 볼륨에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데이터베이스
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면 연결성 검사 기능이 Core Console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특정 SQL Server 복구 지점에 대해 연결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연결성 검사를 수행할 보호된 SQL Server 시스템을 선
택한 후 복구 지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복구 지점 창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원하는 복구 지점을 찾기 위해 복구 지점을 탐색합니다. 필요한 경우 목록의 복구 지점 오른쪽에서
를 클릭하여 보기를 확장합니다.

화살표

확장된 복구 지점 정보에서 복구 지점에 포함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4.

5.

창에서 올바른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행에 있는
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
수행을
복구
지점 선택합니다.
연결성 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연결성 검사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시스템이 연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연결성 검사의 상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
하십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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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시스템 관리
이 장에서는 Rapid Recovery 환경에서 보호된 시스템을 보고,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호된 시스템 관리 정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포함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항목에 설명된 옵션을 사용하여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

Core 기본 설정을 대체하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성 작업에는 하이퍼바이
저 호스트나 VM 설정 변경, 시스템 정보 액세스, 전송 설정 수정,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 또는 이벤트 알림 구
성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설정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이나 클러스터를 보호에서 제거하거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정보를 보거나, 보호되는 시
스템에 대한 로그 파일을 확인하여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 및 기타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컴퓨터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Core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및 복구 지점 관리을(를) 참조하십
시오.

보호된 컴퓨터 보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홈 페이지에서 요약 표 보기를 볼 때 보호된 컴퓨터 창에서 Core가 보호하는 컴
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OTE: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사용자 대신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보호된 컴퓨터는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Rapid Recovery Core에서 데이터 백업 및 복제를 쉽게 수행하므로, 때때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상태, 각 컴퓨터의 표시 이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리포지토리, 마지막 스냅숏의 날짜 및 시간, 컴퓨터에 대한 리포
지토리에 존재하는 복구 지점 수, 그리고 리포지토리에서 스냅숏이 사용하는 총 저장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된 컴퓨터의 양상을 관리하려면 보거나 구성 또는 관리할 컴퓨터로 이동하여 시작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보호
된 컴퓨터로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컴퓨터) 창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IP 주소 또는 표시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Summary (요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보호된 컴퓨터 메뉴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보호된 컴퓨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
이지에서 각 컴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호된 컴퓨터
의 요약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

왼쪽 탐색 영역의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컴퓨터) 메뉴에서 보호된 컴퓨터 IP 주소 또는 표시 이름을 클
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요약 정보 보기
클러스터에 대해 연결된 쿼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클러스터 요약 정보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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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 아래에서 보려는 클러스터를 클릭합니다.

2.

요약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이름, 클러스터 유형, 쿼럼 유형(해당하는 경우) 및 쿼럼 경로(해당하는 경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크기 및 보호 일정을 포함하여 이 클러스터의 볼륨에 대한 개요 정
보를 표시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다른 클러스터에 대한 SQL Server 또는 Exchange Server 정보도 볼 수 있
습니다.

3.

가장 현재 정보를 보려면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클러스터의 개별 시스템 또는 노드에 대한 요약 및 상태 정보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컴퓨터 설정 구성
Rapid Recovery Core에서 컴퓨터를 보호하면 보호받는 해당 컴퓨터의 동작을 관리하는 설정을 쉽게 조회 및 수정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컴퓨터의 설정을 수정하면 해당 설정을 통해 Core 수준에서 동작 집합이 대체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 컴퓨터 설정을 조회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일반 컴퓨터 구성 설정에는 표시 이름, 호스트 이름, 포트,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컴퓨터의 구성 일반 설정에 대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

야간 작업. 특정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표시되는 Core 야간 작업 설정 하위 집합을 통해 Core 수준에서 야간
작업 설정 집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존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롤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호된 컴퓨
터의 유형에 따라 일부 설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설정 전송.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의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설정입니다. 해당 설정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 설정 유형에 대한 내용은 전송 설정 수정 정보을(를) 확인하십시오.

•

제외된 작성기. 해당 설정을 통해 작성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작성기는
다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서 Microsoft VSS(Volume Shadow Services)를 사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내 Microsoft에 게시된 특정 API입니다. 볼륨 스냅숏에 참여하는 Rapid Recovery의 각 작성기가 제외된 작성
기 설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성기에서 성공적인 백업 전송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송
이 하나씩 비활성화됩니다. Quest은(는)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지원 담당자의 별도 안내가 없으면
해당 설정을 그대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라이센스 세부 정보. 특정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Core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의 정보가 보고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읽기 전용입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
하려면 Core와 라이센스 포털 간 라이센스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센스 관리자를 참조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 ###를 참조하십시오.

컴퓨터 수준의 설정을 조회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일반, 제외된 작성기 및 라이센스 세부 정보의 절차와 동일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컴퓨터의 야간 작업을 수정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컴퓨터의 야간 작업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된 컴퓨터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송 설
정 수정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
컴퓨터 설정으로 Core에서 보호하는 컴퓨터의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컴퓨터의 설정을 수정하면 해당 설
정을 통해 Core 수준에서 동작 집합이 대체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Hyper-V 가상 호스트는 관리하는 가상 컴퓨터와 컴퓨터 설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은 호스트의 요약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일반 설정, 전송 설정, 제외된 기록기 설정 및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 설정을 보고 수
정합니다.
목차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

174

NOTE: 야간 작업 설정을 보고 수정하려면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
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받는 컴퓨터 메뉴에서 보거나 수정할 컴퓨터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클
릭합니다.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설정을 표시하는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페이지 어디에서나 설정 범
주를 표시하려면 페이지 왼쪽에서 적합한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하면 설정이 수정 가능한 컨트롤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컨트롤이 드롭다운 메뉴인 경우,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옵션 목록을 펼친 다음 메뉴에서 원하는 옵
션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이 텍스트 필드인 경우에는 값을 입력합니다.

◦

옵션이 예 또는 아니요를 표시하는 경우, 값을 클릭하면 체크 박스로 대체됩니다. "예"로 설정하려면 체
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아니요" 값으로 선택하려면 체크 박스를 선택 해제합니다.

◦

옵션이 시간 값(예: 시간, 분, 초 표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를 클릭하여 새 값을 입력하거
나 위/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새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3.

보호된 컴퓨터의 일반 설정을 수정하려면 해당 설정을 클릭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
니다.

표 76. 보호된 컴퓨터의 일반 설정
텍스트 상자

설명

표시 이름

컴퓨터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최대 64
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름은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필요에 따
라 사용자에게 더 익숙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호스트 이름

이 이름은 컴퓨터의 메타데이터에 나타나는 보호된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NOTE: 이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설정을 변경하면 보호된 컴퓨터와 Core
사이의 연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이 설정은 공유 가상 하드 디스크를 지원하는 보호받는 Hyper-V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표
시됩니다. 보호받는 Hyper-V 클러스터에 대한 공유 가상 하드 디스크 복원 지점이 저장되
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구성된 리포지토리를 표시합니다.

포트

컴퓨터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는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가 이 컴퓨터와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 포트는
8006입니다.

암호화 키

이 Rapid Recovery Core에 대해 이미 정의된 암호화 키를 이 보호된 컴퓨터의 모든 볼륨
의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 여기서 암호화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암호화 키가 없는 경우 암호화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 관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암호화 키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컴퓨터의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다른 암호화 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암호
화 키 드롭다운 메뉴에서 (없음)을 선택하여 암호화 키를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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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NOTE: 암호화 키를 적용하거나, 암호화 키를 변경하거나,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암호화 키를 연결 해제하면, Rapid Recovery가 다음 예약 또는 강제된 스냅숏에서
새 기본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리포지토리

복구 지점의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할 Rapid Recovery Core에 구성된 리포지토리를 표시합니다.
리포지토리 볼륨은 로컬(Core 서버에 연결된 저장소) 또는 CIFS 공유 위치의 볼륨이 될 수
있습니다.
NOTE: 복구 지점이 없거나 이전 리포지토리가 없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의 리포지
토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OS 버전

이 설정은 가상 컴퓨터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이 설정의 값은 선택한 가상 컴퓨터가 보
호받는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의 하위 항목으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보호받는 호스트의 IP 주소나 표시 이름이 보이는 경우에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
다. 이 결과는 보호받는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풀의 라이센스를 불필요하
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을 제거하려면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의 IP 주소나 표시 이름을 제거하고, 드롭다
운 메뉴에서 연결되지 않음을 선택한 다음 확인 표시를 클릭해 변경 내용을 확인합
니다. 이후 이 보호받는 VM은 풀에서 라이센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

“연결되지 않음”이 보이는 경우, 이 컴퓨터는 보호받는 호스트의 VM으로서 Core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라이센스 풀에서 라이센스를 소비합니다. 라이센스를
저장하려 하고 호스트가 Agent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음을 클릭한 다
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호스트를 선택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보호받는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 연결된 게스트 가상 컴퓨터에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Rapid Recovery은(는) 보호받는 VM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를 감지하고 표
시합니다.

4.

보호된 컴퓨터의 야간 작업 설정을 수정하려면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
시오.

5.

보호된 Exchange 서버의 Exchange 설정을 수정하려면 Exchange Server 설정 섹션에서 자동 탑재 기능 검
사 사용을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

자동 탑재 기능 검사를 사용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자동 탑재 기능 검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확인란을 선택 해제한 후

를 클릭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자동 탑재 기능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 마운트 가능성 검사 정보을(를) 참조하십
시오.
6.

보호된 컴퓨터의 전송 설정을 수정하려면 해당 설정을 클릭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
니다.
NOTE: 전송 설정에 대한 개념적 정보는 전송 설정 수정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표 77. 보호된 컴퓨터의 전송 설정
텍스트 상자

원

기본값 복

설명
이 컨트롤은 모든 전송 설정을 시스템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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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우선 순위

보호된 컴퓨터 간의 전송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다른 보호된 컴퓨터와의 비교를 통해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선택합니다(1은 가장 높은 우선 순
위). 기본 설정은 우선 순위 5로 설정됩니다.
NOTE: 우선 순위는 대기열에 있는 전송에 적용됩니다.

최대 동시 스트
림

DVM 리포지토리에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보호된 컴퓨터별로 동시에 처리할 Core에 전송
되는 TCP 링크의 최대 수를 설정합니다.
NOTE: Quest은 이 값을 8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패킷 삭제가 발생하면 이 설
정을 높여 보십시오.

최대 동시 쓰기

보호된 컴퓨터 연결당 동시 디스크 쓰기 작업의 최대 수를 설정합니다.
NOTE: Quest는 이 값을 최대 동시 스트림 수에 대해 선택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
도록 권장합니다.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이 값을 약간 낮게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
어, 최대 동시 스트림 수가 8인 경우 이 값을 7로 설정하십시오.

Core 기본 최대
재시도 횟수 사
용

일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각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기본 재시도 횟수를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최대 세그먼트
크기

컴퓨터가 단일 TCP 세그먼트에서 수신할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4194304입니다.
Quest 지원 담당자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최대 전송 대기
열 깊이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명령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64입니다.

스트림당 해결
되지 않은 읽기
수

백엔드에 저장할 대기열에 보관되는 읽기 작업 수를 지정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보호
된 컴퓨터의 대기열 보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0입니다.

전송 데이터 서
버 포트

전송 포트를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8009입니다.

전송 시간 초과

패킷이 전송되지 않는 기간을 분 및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스냅숏 시간 초
과

스냅숏을 작성하기 위한 최대 대기 시간을 분 및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스냅숏 정리 시
간 초과

보호된 컴퓨터에서 VSS 스냅숏을 삭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최대 대기 시간을 분 및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읽기
시간 초과

읽기 연결을 위한 최대 대기 시간을 분 및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 시간에 네트워크 읽기
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작업이 다시 시도됩니다.

네트워크 쓰기
시간 초과

쓰기 연결을 위한 최대 대기 시간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 시간에 네트워크 쓰기를 수
행할 수 없으면 작업이 다시 시도됩니다.

시스템에 많은 동시 입력/출력 작업이 있는 경우 이 값을 더 높은 숫자로 조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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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스냅숏 데이터
암호화:

보호받는 컴퓨터와 Core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는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DVM 리포지토리로 전송되는 모든 스냅숏 데이터가 암
호화됩니다.
NOTE: Quest은(는) 인터넷과 같이 공용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Core와 보호받는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옵션을
“예”로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7.

제외된 작성기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려면 해당 설정을 클릭한 다음 제외하려는 작성기를 선택합니다.
NOTE: 목록에 나타나는 작성기는 구성 중인 컴퓨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목록에 모든 작성기가 표시
되지는 않습니다.

8.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 세부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라이센스 세부 정보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
다.

표 78.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 세부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만료 날짜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 만료 날짜를 나타냅니다.

라이센스 상태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라이센스 유형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의 라이센스 유형을 나타냅니다.

에이전트 유형

현재 보호된 컴퓨터가 물리적 에이전트인지 가상 에이전트인지를 나타냅니다.

See also: Hyper-V 호스트 또는 노드에 대한 설정 변경
See also: Hyper-V 보호된 가상 컴퓨터에 대한 설정 변경
See also: VMware 보호된 가상 컴퓨터의 vSphere 설정 변경

Hyper-V 호스트 또는 노드에 대한 설정 변경
이 절차는 Rapid Recovery Rapid Snap for Virtual(에이전트 없는 보호)을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VM)을 보호하는
Hyper-V 호스트 또는 노드에 적용됩니다.
Rapid Snap for Virtual(에이전트 없는 보호)을 사용하여 VM을 보호하는 Hyper-V 호스트는 왼쪽 탐색 영역에 호스
트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는 VM이 있는 Hyper-V 호스트용 설정은 일반적인 보호된 컴퓨
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호스트용 설정의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호스트의 VM에 적용됩니다.
1.

Core Console 왼쪽 탐색 영역의 보호된 컴퓨터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는 Hyper-V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호스트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호스트의 메뉴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일반에서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선택한 설정이 텍스트 필드 또는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며, 편집 가능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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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일반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표시 이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최대 64
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름은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필요에 따
라 사용자에게 더 익숙한 표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호스트 이름

컴퓨터의 메타데이터에 나타나는 보호된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NOTE: 이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설정을 변경하면 보호된 컴퓨터와 Core
사이의 연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5.

전송 큐에서 호스트에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전송 작업의 수를 변경하려면 최대 동시 전송에 대한 설정을
클릭합니다.
NOTE: 최적의 성능을 위해 Hyper-V 호스트나 노드에 대한 최대 동시 전송을 기본 설정값인 1로 설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야간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야간 작업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을 클릭합니다.
야간 작업 창이 나타납니다.

7.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80. 야간 작업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보호되는
Hyper-V 호스트
에서 분리된 레
지스트리 키 지
우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가상 디스크 연결 및 분리로 생긴 레지스트리에서 불필요한 파일
을 제거합니다.

복구 지점의 무
결성 검사

Hyper-V 호스트의 가상 컴퓨터에 대해 생성된 각 복구 지점의 무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자동 보호에서 Hyper-V 호스트에 새 가상 컴퓨터가 추가될 때 자동으로 보호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새 가상
컴퓨터 자동 보호에 대한 설정을 클릭합니다.

Hyper-V 보호된 가상 컴퓨터에 대한 설정 변경
이 절차는 Rapid Recovery Rapid Snap for Virtual(에이전트 없는 보호)을 사용하여 보호되는 Hyper-V 가상 컴퓨터
(VM)에 적용됩니다.
Rapid Snap for Virtual(에이전트 없는 보호)이 보호하는 Hyper-V VM은 왼쪽 탐색 영역에 호스트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Hyper-V 에이전트 없는 VM에 대한 설정은 설정 페이지 하단의 Hyper-V 섹션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
호된 시스템의 설정과 동일합니다. 다음 작업은 Hyper-V 섹션 설정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른
모든 보호된 시스템 설정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1.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 왼쪽 탐색 영역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는 Hyper-V VM을 클릭합니다.
VM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호스트의 메뉴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왼쪽의 목록에서 Hyper-V를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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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설정이 텍스트 필드 또는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며, 편집 가능합니다.
4.

Hyper-V에서 스냅숏 구성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이 편집 가능한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됩니다.

5.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표에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81. Hyper-V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첫 번째 전송 중에 VSS 스냅숏을
생성하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경우
검사점 생성

VSS 스냅숏이 성공하는 경우 복구 지점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관적인
상태가 됩니다. VSS 스냅숏이 실패하고 검사점이 생성된 경우 복구 지
점은 계속 충돌됩니다.

전송 중에 VSS 스냅숏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계속 충돌하는 상태에서 복구 지점을 생성합니다.

전송 중에 VSS 스냅숏만 사용하십
시오. VSS 스냅숏 생성이 실패하
는 경우 전체 전송이 실패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관적인 복구 지점만 생성하십시오. VSS 스냅숏이
실패하는 경우 복구 지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VMware 보호된 가상 컴퓨터의 vSphere 설정 변경
이 절차는 Rapid Snap for Virtual(에이전트 없는 보호)을 사용하여 보호되는 VMware ESXi 가상 컴퓨터(VM)에 적
용됩니다.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는 VMware VM의 설정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호된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과 설정
이 동일합니다. 설정 페이지의 vSphere 섹션에는 에이전트 없이 보호되는 VMware VM에만 적용되는 설정이 있습
니다. 다음 작업은 설정 페이지의 vSphere 섹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른 모든 보호된 컴퓨터
설정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1.

Core Console 왼쪽 탐색 영역의 보호된 컴퓨터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는 Hyper-V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의 메뉴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왼쪽의 목록에서 vSphere를 클릭합니다.

호스트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선택한 설정이 텍스트 필드 또는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며, 편집 가능합니다.
4.

vSphere에서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이 텍스트 필드 또는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며, 편집 가능합니다.

5.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82. vSphere 설정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VMware에서 생성된 사용자를
Rapid Recovery에서 삭제하는 것
을 허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아니요입니다.

잘못 사용된 용량을 포함한 볼륨
전송 허용

기본 설정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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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정지된 스냅숏 허용

기본 설정은 예입니다.

전송 설정 수정 정보
Rapid Recovery,에서 설정을 수정하여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
에 설명된 전송 설정은 보호된 컴퓨터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Core 수준에서 전송을 적용하려면 전송 대기열 설정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송 유형이 있습니다.
•

스냅숏. 보호된 컴퓨터에서 데이터 백업. 모든 보호된 데이터의 기본 이미지, 마지막 스냅숏 이후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증분 스냅숏 등 두 가지 유형의 스냅숏이 가능합니다. 이 전송 유형은 Core와 연관된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는 복구 지점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및 복구 지점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복구 지점에서 가상 컴퓨터(VM)을 만들고 보호된 컴퓨터 백업의 모든 데이터뿐만 아
니라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VM을 부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 내보
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복원. 백업 정보를 보호된 컴퓨터로 복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Windows 시스템 복원 중에 EFI 시스템 파티션을 사용하여 항상 전체 볼륨이 재작성됩니다.

Rapid Recovery의 데이터 전송에는 보호된 컴퓨터에서 Core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볼륨 전송이 포함됩니다.
복제의 경우 원래 또는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로 전송도 발생합니다.
특정 성능 옵션 설정을 통해 데이터 전송을 자신의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보호된 컴
퓨터 백업 프로세스, VM 내보내기 또는 복원 수행 중에 데이터 대역폭 사용을 제어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 성
능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입니다.
•

동시 에이전트 데이터 전송 수

•

동시 데이터 스트림 수

•

디스크에서 데이터 변경 크기

•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

•

리포지토리 디스크 하위 시스템 성능

•

데이터 버퍼링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지원하도록 성능 옵션을 조정하고 자신의 환경에 따라 성능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송 속도 제한을(를) 참조하십시오.

전송 속도 제한
보호된 시스템과 Core 간에 백업 데이터 또는 복제된 복구 지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 전송 속도를 의도적
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제한이라고 합니다.
전송 속도를 제한하면 Rapid Recovery에서 파일 전송 전용인 네트워크 대역폭의 양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복제
를 설정하는 경우, 제한 기능을 사용하면 이전 복구 지점을 복제된 Core로 전송할 때 네트워크 대역폭을 모두 사용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UTION: 전송 속도 제한이 항상 필요하거나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Rapid Recovery 환경에서
성능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제한하면 반복된 전송 오
류 및 보호되거나 복제된 Core의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여 생긴 네트워크 속도 저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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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속도 제한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보호되는 시스템의 유형은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중인 Microsoft Exchange Server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레거시 웹 서버보다 변경
률이 훨씬 높습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있는 저장소 볼륨의 입력 및 출력 기능도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속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변수가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네트워크 백본(예: 1GbE과
10GbE), 아키텍처, 구성, NIC 티밍 내부 사용 및 사용된 케이블 유형은 모두 네트워크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
다. 저속 광역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고 전송 작업이 백업 또는 복제에 실패한 경우 이러한 일부 설정을 사용하여 전
송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제한 프로세스에는 시행착오가 동반됩니다. Quest는 전송 설정을 조정 및 테스트하고 이러한
설정을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현재 설정이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송 속도 조정은 개별 시스템 단위로 수행해야 합니다. Core Console에서 특정 시스템을 탐색하고 설정을 선택한
후 전송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보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 설정 보기 및
수정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전송 제한에 사용되는 각 설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먼저 실험해야 하는 설정을 결정하는 데 유
용한 설명이 있습니다.
전송 속도 제한과 관련된 기본 설정 네 가지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수준 설정

기본 설정

제안된 제한 설정

최대 동시 스트림

8

4

최대 동시 쓰기

8

4

최대 세그먼트 크기

4194304

2097152

스트림당 해결되지 않은 읽기 수

0

24에서 시작

Quest 지원 담당자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트림당 대기 중인 읽기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다른 설정을
조정 및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을 조정 및 테스트할 경우 시작 값은 24입니다.
보호된 시스템 전송 매개 변수에 제한을 지정할 경우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작업별로 적용됩니다. 전송 작업 2개가 동
시에 발생하거나 겹치는 경우 대역폭이 2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 전송 작업 4개가 겹치는 경우 대
역폭이 4배 사용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사용자 지정
야간 작업은 Core 수준 또는 시스템 수준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re 수준에서 야간 작업을 설정할 경우 변경 사
항은 해당 Core에서 보호하는 모든 관련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시스템 수준에서 야간 작업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사항은 Core 수준의 변경 사항을 대체하지만 지정된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각 야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설명을 포함하여 모든 야간 작업의 목록은 야간 작업 이해 항목에서 확인하
십시오.
다음 절차의 단계에 따라 하나의 보호된 시스템에서 야간 작업을 변경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시스템 메뉴에서 야간 작업을 사용자 지정할 시스템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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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구성 설정을 표시하는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4.

5.

또한 야간 작업 링크를 클릭하여 설정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면 야간 작업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 제목 아래에서

을 클릭합니다.
변경
야간 작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야간 작업 대화 상자에서 야간 작업에 포함할 작업을 선택하거나 이 시스템에 대해 생략할 옵션의 선택 표시
를 지웁니다.
NOTE: 옵션은 시스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change Server를 사용하는 보호된 시스
템은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체크섬 검사 및 Exchange 로그 잘라내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 설정을 포함하여 롤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NOTE: 이 절차의 결과는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곳에서 적용하려면 사용자 지정
할 각 시스템에 대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Core에서 보호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야간 작업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Core에 대한 야간 작업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 보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는 Core의 보호를 받는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보면 시스템 정보 창에 Core 및 리포지토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Volumes(볼륨) 창에는 Core 시스템의 저장소 볼륨에 대한 정보가 나
열됩니다. Replay Engine Connections(Replay 엔진 연결) 창에는 보호 중인 시스템의 전체 볼륨이 표시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상세한 시스템 정보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하여 왼쪽 탐색 영역의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보호된 시스템 이
름을 클릭합니다.

2.

요약 페이지에서 요약 창 하단의 시스템 정보를 클릭합니다.

3.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서는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시스템 정보. 호스트 이름, OS 버전, 실제 메모리, 표시 이름,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및 가상 컴퓨터 유
형(해당되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

볼륨: 볼륨 이름, 장치 ID, 파일 시스템, 포맷된 용량, 사용한 용량이 포함됩니다.

•

프로세서: 아키텍처, 스레드와 Core 수 및 시계 속도, 설명이 포함됩니다.

•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어댑터 유형과 속도가 포함됩니다.

•

IP 주소: IP 주소와 패밀리가 포함됩니다.

컴퓨터 관리
이 섹션에서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보호된 컴퓨터를 관리할 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시스템 제거

•

보호에서 클러스터 제거

•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

보호된 클러스터 노드를 보호된 시스템으로 변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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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제거
Rapid Recovery Core의 보호에서 시스템을 제거할 때 지금까지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을 유지하거나 복구 지점
을 제거하는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을 유지할 경우 "복구 지점만" 시스템으로 알려진 시스템만 사용하게 됩니다. 복원 및 탑재 작업은 보호
상태에 있는 시스템에서 캡처된 복구 지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백업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복구 지점을 제거할 경우 이 작업의 결과로 이전에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스냅숏 데이터가 Rapid Recovery Core에
서 모두 삭제됩니다.
Rapid Recovery 환경의 보호에서 시스템을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창에 표시된 보호된 시스템 아래에서 제거하려는 시스템을 클릭
합니다.

2.

관련 시스템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서 시스템 제거를 클릭합니다.

3.

리포지토리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복구 지점을 삭제하려면 대화 상자에서 Remove with recovery
points(복구 지점과 함께 제거)를 선택합니다.

4.

시스템을 제거하려는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Yes(예)를 클릭합니다.
CAUTION: 복구 지점을 삭제할 경우 더 이상 해당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Rapid Recovery은(는) 이 시스템을 보호 대상에서 제거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활성 작업을 취소합니
다.

보호에서 클러스터 제거
보호에서 클러스터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에서 제거하려는 클러스터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제거를 클릭합니다.

3.

선택적으로, 대화 상자의 리포지토리에서 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재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을 제거하려면 복
구 지점과 함께 제거를 선택합니다.
CAUTION: 복구 지점을 삭제할 경우 더 이상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제거를 확인합니다.

보호에서 클러스터 노드 제거
보호에서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려는 경우 보호된 클러스터 노드를 보호된 시스템으로 변환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에서 제거하려는 클러스터 노드를 클릭합니다.

2.

노드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서 시스템 제거를 클릭합니다.

3.

선택적으로, 대화 상자의 리포지토리에서 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재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을 제거하려면 복
구 지점과 함께 제거를 선택합니다.

노드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AUTION: 복구 지점을 삭제할 경우 더 이상 해당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제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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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서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 제거
보호에서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AUTION: 모든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할 경우 클러스터도 제거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에서 제거하려는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에서 보호된 노드를 클릭합니다.

3.

보호된 노드 페이지에서 모든 노드를 선택합니다.

4.

시스템 제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표에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83. 노드 제거 옵션
옵션

설명

복구 지점 제거 및 유지

이 클러스터에 현재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을 유지합니다.

복구 지점 제거

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재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을 리포지토리에서 제거합니
다.
CAUTION: 복구 지점을 삭제할 경우 더 이상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5.

노드 삭제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보호된 시스템에서 오류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오류 또는 문제를 확인하거나
Quest 서비스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의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관련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상황에 맞는 메뉴를
확장하려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메뉴를 확장한 다음
추가
택합니다.

를선

에이전트 로그

에이전트 로그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3.

페이지에서
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로그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gentAppRecovery.log 열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로그 파일을 열려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텍스트 기반 로그 파일을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예:
메모장)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AgentAppRecovery.log 파일이 열립니다.

•

로컬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파일 저장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AgentAppRecovery.log 파일이 Downloads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See also: Core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See also: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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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클러스터 노드를 보호된 시스템으로 변환
Rapid Recovery에서 보호된 클러스터 노드를 여전히 Core에서 관리하지만 더 이상 클러스터의 부분이 아닌 보호
된 시스템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지만, 클러스터 노드를 계속 보호
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변환할 시스템을 포함하는 클러스터로 이동한 다음 보호된 노드를 클릭
합니다.

2.

보호된 노드 페이지의 변환할 특정 노드에서 작업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에이전트로 변환을 선택합니
다.

3.

시스템을 클러스터에 다시 추가하려면 해당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 요약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클러스터
노드로 변환을 선택한 다음 예를 클릭하여 작업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이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은 왼쪽 탐색 영역에 보호된 컴퓨터 메뉴를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모든 컴퓨터 또는 서버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 아래에 Core의 해
당 개체를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다른 메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 탐색 영역의 마지막 메뉴 유
형으로 표시되는 사용자 지정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의 주요 이점은 Core 개체를 논리적 컨테이너에 함께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특
정 목적으로 Core 개체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예: 조직, 비용 센터, 부서, 지역 등의 기준으로).
그룹을 생성하면 항상 하나의 그룹 구성원(예: 보호된 컴퓨터 또는 서버 클러스터, 복제된 컴퓨터, 또는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이 새 사용자 지정 그룹에 추가됩니다. 추가된 개체는 그룹을 생성하는 원래 위치에 따는 결정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그룹에 구성원이 추가됩니다. 그 이후 그룹 작업 수행에 설명된 대로 해당 사용자 지정 그룹
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되는 그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은 보호된 컴퓨터, 서버 클러스터, 복제된 컴퓨터 및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버 클러스터는 서버 클러스터와 서버 클러스터 노드가 단일 엔터티로 작동하는 점을 제외하고, 보호된 컴퓨터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서버 클러스터의 노드를 그룹에 추가하려고 하면 전체 클러스터가 추가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에는 비슷하거나 다른 형식의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성원 그룹의 경우 모든 그
룹 작업이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된 컴퓨터의 사용자 지정 그룹에 대한 스냅숏을 작성
하면 각 컴퓨터가 백업됩니다. 다른 형식의 구성원(예: 보호된 컴퓨터와 복제된 컴퓨터) 그룹의 경우 복제 실행과 같
은 그룹 작업을 적용하면 복제된 컴퓨터에만 적용됩니다.
하나 이상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보호된 컴퓨터 또는 복제된 컴퓨터는 하나 이상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Core의 컴퓨터를 원하는 대로 그룹으로 나누고 해당 특정 그룹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각 사용자 지정 그룹은 지정한 레이블로 왼쪽 탐색 영역에 표시됩니다. 표준 보호된 컴퓨터가 있는 그룹이 사용자
지정 그룹의 맨 처음에 나타나고 복제된 컴퓨터는 보호된 컴퓨터 아래에 나타납니다.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가 있
는 경우 복제된 컴퓨터 아래에 나열됩니다.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re에서 보호된 개체는 자체 메뉴에 각각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뉴 중 사용자 지정 그룹이 마
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그룹에 포함해도 원래 위치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gent1, Agent2, Agent3 등 보호된 컴퓨
터가 세 대 있고 Agent1을 CustomGroup1에 추가하는 경우 Agent1이 두 위치에 모두 표시됩니다.
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 만들기
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 이름 수정
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 제거
See also: 그룹 작업 수행
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한 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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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그룹 만들기
보호된 시스템 또는 복제된 시스템 메뉴에서 시스템 이름 위로 커서를 스크롤하면 드롭다운 메뉴를 여는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을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보호된 시스템, 복제된 시스템 또는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 메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메뉴의 시스템 이름 위에 커서를 놓습니다.

b.

해당 시스템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c.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이름으로 레이블 지정을 선택한 후 새 레이블을 클릭합니다.

레이블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이름 필드에서 사용자 지정 그룹에 대한 적절한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그룹의 목적을 잘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로 보호된 시스템과 복제된 시스템, 복구 지
점 전용 시스템을 그룹화하려면 Accounting Department를 입력합니다. 나중에 그룹 이름을 바꿀 수 있습
니다.
NOTE: 레이블은 50자 이하여야 합니다. 단어 사이에 공백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
룹에 대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레이블 이름에 만족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선택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이나 복제된 시스템,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을 이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
당 메뉴의 시스템 이름으로 이동하여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이름으로 레이블
지정을 선택한 후 사용자 지정 그룹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왼쪽 탐색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그룹이 마지막 요소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그룹에 그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룹 작업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그룹 이름 수정
사용자 지정 그룹의 이름을 수정하는 경우 레이블만 변경됩니다. 시스템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이름을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수정하려는 사용자 지정 그룹 위로 커서를 스크롤합니다.

3.

해당 그룹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편집을 클릭합니다.

4.

이름 필드에서 텍스트를 업데이트하거나 기존 레이블 텍스트를 삭제하고 새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그룹
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이름을 편집할 수 있는 레이블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룹의 목적을 잘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보호된 시스템과 복제된 시스템, 복구 지
점 전용 시스템을 그룹화하려면 Tokyo를 입력합니다. 나중에 그룹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NOTE: 레이블은 50자 이하여야 합니다. 단어 사이에 공백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
룹에 대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레이블 이름에 만족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선택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이나 복제된 시스템,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을 이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
당 메뉴의 시스템 이름으로 이동하여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이름으로 레이블
지정을 선택한 후 사용자 지정 그룹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수정된 사용자 지정 그룹이 왼쪽 탐색 영역의 마지막 요소로 나타납니다.

목차
사용자 지정 그룹 이름 수정

187

사용자 지정 그룹 제거
사용자 지정 그룹을 제거하면 해당 그룹이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제거됩니다. 그룹에 있던 시스템은 제거되지 않
으며 해당 표준 메뉴에서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을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제거하려는 사용자 지정 그룹 위로 커서를 스크롤합니다.

3.

해당 그룹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레이블 제거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지정 그룹 제거를 확인합니다.

그룹 제거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사용자 지정 그룹이 탐색 영역에서 제거됩니다.

그룹 작업 수행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영역에 표시되는 모든 그룹에서 그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에 다른 형식의 구성원(예를 들어, 복제된 컴퓨터 및 복구 지점만 있는 컴퓨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그룹 구
성원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에 대해 그룹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보호된 컴퓨터 메뉴에서 그룹 작업을 수정하려는 사용자 지정 그룹 위로 커서를 스크롤합니다.

3.

해당 그룹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

그룹에서 모든 보호된 컴퓨터의 기본 이미지를 적용하거나 증분 스냅숏을 강제로 수행하려면 스냅숏
수행 또는 기본 이미지 적용을 적절히 클릭합니다.

•

그룹에서 모든 보호된 컴퓨터의 보호를 일시 중지하려면 보호 일시 중지를 클릭한 후 다시 시작 매개 변
수를 지정합니다.

•

보호가 일시 중지된 그룹의 모든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호를 다시 시작하려면 보호 다시 시작을 클릭
한 후 다시 시작함을 확인합니다.

•

그룹에 있는 모든 개체에 대해 정보를 새로 고치려면 메타데이터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

이 그룹에 있는 모든 복제된 컴퓨터의 복제를 일시 중지하려면 복제 아래에서 일시 중지를 클릭합니다.

•

복제가 일시 중지된 이 그룹의 모든 복제된 컴퓨터에 대한 복제를 다시 시작하려면 복제 아래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

이 그룹에 있는 모든 복제된 컴퓨터에 대한 복제를 강제로 수행하려면 복제 아래에서 강제를 클릭합니
다.

•

이 그룹에 있는 모든 복제된 컴퓨터에 대한 복제를 제거하려면 복제 아래에서 제거를 클릭합니다.

•

이 Core에서 복구 지점만 있는 컴퓨터를 제거하고 복구 지점을 무시하려면 복구 지점만 아래에서 복구
지점 제거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지정 그룹의 경우 사용자 지정 그룹에 대한 레이블을 수정하려면 편집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만 사용자 지정 그룹을 제거하려면 레이블 제거를 선택합니다.

See also: 스냅숏 작성
See also: 복제 수행
See also: 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See also: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See also: 대상 Core에서 들어오는 복제 제거
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 이름 수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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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사용자 지정 그룹 제거

사용자 지정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한 페이지에서
보기
사용자 지정 그룹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 지정 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나열된 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메뉴에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일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각 시스템에서 명령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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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숏 및 복구 지점
이 섹션에서는 Rapid Recovery에 의해 생성된 스냅숏 및 복구 지점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복구 지점 탑재, 보기, 강제 적용 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과 삭제가 포함됩니다.

스냅숏 및 복구 지점 관리
복구 지점은 개별 디스크 볼륨에서 작성되고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스냅숏 모음입니다. 스냅숏은 데이터를 생성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사용 중인 동안 지정된 시점에서 디스크 볼륨의 상태를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스냅숏을 작성하고, 스냅숏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리포지토리에서 동시 복구 지점 목록을 보
고, 필요한 경우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복구 지점은 보호된 시스템을 복원하거나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하
는 데 사용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캡처하는 스냅숏은 블록 수준에서 수행되며 응용 프로그램 인식형입니다. 이것은 스냅숏을
만들기 전에 열려 있는 모든 트랜잭션 및 롤링 트랜잭션 로그가 완료되고 캐시가 디스크로 플러시됨을 의미합니다.
Rapid Recovery는 마운트된 볼륨에 연결되는 저수준 볼륨 필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다음에 수행될 스냅숏의 모
든 블록 수준 변경 사항을 추적합니다. Microsoft VSS(볼륨 섀도 복사본)는 응용 프로그램 크래시에 대비한 백업 스
냅숏 작성(application crash consistent snapshots)을 쉽게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호되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 페이지 보기
보호되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DAG 또는 CCR 서버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경우 연결된 복구 지점은 클러스터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복구 지점은 노드 또는 시스템 수준에서만 표시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복구 지점을 확인할 보호된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2.

페이지를 상단 메뉴에서 복구 지점을 클릭합니다.
복구 지점 요약 창과 복구 지점 창이 표시되는 복구 지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시스템의 복구 지점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표 84. 복구 지점 요약 정보
정보

설명

복구 지점 총 개수

이 시스템의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복구 지점 총 개수 개수를 나열합니다.

보호된 총 데이터

이러한 복구 지점의 리포지토리에 사용되는 저장소 공간 크기를 나타냅니다.

리포지토리

이러한 복구 지점이 저장되어 있는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리포지토리 상태

복구 지점에서 소비되는 공간의 양을 그래픽적으로 표시합니다. 사용된 리포지토리,
공간 크기, 리포지토리 전체 공간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남은 공간의 양을 확인하려면
그래프를 클릭하십시오.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시스템의 복구 지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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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복구 지점 정보
정보

설명

아이콘

복구 지점

또는 확장된 경우, 복구 지점 내의 볼륨

의 그래픽 묘사입니다. 복구 지점

은 세부 항목을 확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오른쪽 화살표
암호화됨

복구 지점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상태

복구 지점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콘텐츠

복구 지점에 포함된 볼륨을 나열합니다.
•
•

를 표시합니다.

(정보)를 클릭하여 공간 사용량과 파일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Exchange 서버의 경우

를 클릭하여 서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유형

복구 지점을 기본 이미지 또는 증분(차등) 스냅숏으로 정의합니다.

만든 날짜

복구 지점을 만든 날짜를 표시합니다.

크기

복구 지점이 리포지토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복구 지점에 대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복구 지점을 확장하여 보호되는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참조

See also: 시스템의 복구 지점 보기

복구 지점 상태 표시기 이해
보호된 SQL 또는 Exchange Server에 대한 복구 지점을 캡처한 후 응용 프로그램에서 복구 지점 표에 해당하는 색
상 상태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이 표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복구 지점을 볼 때 복구 지점 창에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색상은 다음 표에서 설명한 대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검사 설정과 해당 검사의 성공/실패 여부에 기반합니다.
NOTE: 복구 지점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되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 페이지 보기을(를) 참조하십시
오.
Exchang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상태 지점 색상
다음 표에는 Exchange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표시되는 상태 표시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86.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상태 표시기
상태 색상

설명

흰색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복구 지점, 볼륨 또는 볼륨 그룹에서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
니다.

노란색

Exchange 데이터베이스 마운트 가능성 검사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운트 가능성 또는 체크섬 검사에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
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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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색상

설명

녹색

복구 지점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마운트 가능성 검사가 활성화되었으
며, 마운트 가능성 검사에 통과했거나 체크섬 검사에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상태 지점 색상
다음 표에는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표시되는 상태 표시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87. SQL 데이터베이스 상태 표시기
상태 색상

설명

흰색

SQL 데이터베이스가 복구 지점, 볼륨 또는 볼륨 그룹에서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SQL 데이터베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이고 연결 기능 검사가 불가능하며 수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연결 기능 검사에 실패했거나 SQL 데이터베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녹색

연결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NOTE: Exchange 또는 SQL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지 않은 복구 지점에는 흰색 상태 표시기가 표시됩니다.
복구 지점에 대해 Exchange 및 SQL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구 지점에 대해 가장 심각
한 상태 표시기가 표시됩니다.

복구 지점 마운트
Rapid Recovery에서 Windows 시스템의 복구 지점을 탑재하여 로컬 파일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NOTE: local_mount 유틸리티로 Linux 복구 지점을 탑재하려면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 볼륨 마운
트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데이터 중복 제거가 사용 가능한 시스템에서 복원된 데이터로부터 복구 지점을 마운트할 때 Core 서
버에서도 중복 제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로컬 파일 시스템에 탑재하려는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복구 지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4.

필요한 경우
창의 복구 지점 목록에서 오른쪽 화살표
복구 지점
확장하여 복구 지점에 포함된 볼륨을 표시합니다.
탑재하려는 복구 지점의 행에서

기호를 클릭하여 복구 지점 세부 정보를

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탑재 마법사가 나타나며 볼륨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를 선택합니다.

탑재

5.

볼륨 페이지에서 탑재하려는 복구 지점의 각 볼륨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탑재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복구 지점을 탑재하는 설정을 편집합니다.

탑재 마법사의 탑재 옵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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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탑재 옵션 설정
옵션

설명

로컬 폴더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ProgramData\AppRecovery\MountPoints\ MountPoint1을 선택합
니다.
마운트된 복구 지점의 데이터 액세스 방법을 지정합니다.

마운트 유형

이 마운트의
Windows 공유
만들기
7.

•

읽기 전용

•

이전 쓰기를 포함한 읽기 전용

•

쓰기 가능

(선택 사항)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탑재된 복구 지점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지정한 후 공유
이름 및 허용됨 그룹을 포함하여 액세스 권한을 설정합니다.

마침을 클릭하여 복구 지점을 탑재합니다.
NOTE: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서 다른 Windows 시스템으로 디렉터리나 파일을 복사하려면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기본 권한이나 원래 파일 액세스 권한으로 복사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및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및 권한 보존을(를) 참조하십시오.

8.

(선택 사항)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Core Console의 실행 중인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진행률을 보거나 이
벤트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이벤트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복구 지점 분리
Core에서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분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원격으로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분리하는 경우 연결을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탑재를 선택합니다.

마운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로컬 마운트(Core에서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 대한 창과 원격 마운트(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 대한 또 다른 창이 있습니다. 각 창에서 각각의 마운트된 복
구 지점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2.

로컬 마운트를 분리하려면 로컬 마운트 창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분리하려는 하나 이상의 로컬 마운트 지점을 선택합니다.

▪

모든 복구 지점을 분리하려면 Local Mounts(로컬 마운트) 표의 제목 표시줄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
하여 모든 마운트 지점을 선택합니다.

▪

하나 이상의 복구 지점을 분리하려면 분리하려는 마운트 지점을 나타내는 각 행의 첫 번째 열에 있
는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b.

를 클릭합니다.
분리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선택한 복구 지점을 분리할 것인지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면 로컬 복구 지점이 분리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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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알림 경고가 활성화된 경우 적절한 마운트 지점이 분리 중임을 알리는 경고가 나타날 수 있
습니다.
3.

원격으로 탑재된 복구 지점을 연결 해제하려면 원격 마운트 창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결 해제하려는 하나 이상의 원격 마운트 지점을 선택합니다.

▪

모든 복구 지점을 연결 해제하려면 Remote Mounts(원격 마운트) 표의 제목 표시줄에 있는 확인란
을 클릭하여 모든 마운트 지점을 선택합니다.

▪

하나 이상의 복구 지점을 연결 해제하려면 분리하려는 마운트 지점을 나타내는 각 행의 첫 번째 열
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b.

를 클릭합니다.
연결 해제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선택한 복구 지점을 연결 해제할 것인지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면 로컬 복구 지점이 연결 해제됩니다.
NOTE: 알림 경고가 활성화된 경우 적절한 마운트 지점이 연결 해제 중임을 알리는 경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상황에 따라 이전에 마운트된 복구 지점은 더 이상 로컬 마운트 또는 원격 마운트 목록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
인합니다.

Linux 복구 지점 사용
보호된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을 탑재하고 분리하기 위해 권장 및 지원되는 방법은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local_mount를 사용하여 Linux 복구 지점을 탑재하고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NOTE: 기타 관리를 Core Console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Linux 복구 지점을 관리하
려면 스냅숏 및 복구 지점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 볼륨 마운트

•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 분리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 볼륨 마운트
Rapid Recovery에서 복구 지점에서 볼륨을 로컬 볼륨으로 원격 탑재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복구 지점을 aavdisk 파일이 포함된 /tmp 폴더에 마운트하지 마십시오.
1.
2.
3.
4.
5.
6.

복구 지점을 탑재할 새 디렉터리를 만듭니다(예: mkdir 명령 사용).
디렉터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예: ls 명령 사용).

Rapid Recovery local_mount 유틸리티를 루트 또는 수퍼 사용자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sudo local_mount
Rapid Recovery 탑재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나열합니다.
lm

메시지가 표시되면 Rapid Recovery Core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Core 서버의 로그온 자격 증명 즉,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Rapid Recovery 서버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각 시스템은 시스템의 라인 항목 번호,
호스트/IP 주소 및 ID 번호로 식별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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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d658e5f-fa08-4600-95f0-5f486bc1b6a4#de0896fd-571a-4cc5-aeed-264d2c3c72f4#f377e145dd4d-3ac3-5b15-37ce8f4913ba
7.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지정된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복구 지점을 나열합니다.
lr <line_number_of_machine>
NOTE: 이 명령에 라인 항목 번호 대신 시스템 ID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기본 및 증분 복구 지점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라인 항목 번호, 날짜 및 타임스탬프,
볼륨 위치, 복구 지점 크기, 그리고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시퀀스 번호가 끝에 나오는 볼륨의 ID 번호가 포함
됩니다.
예: 7d658e5f-fa08-4600-95f0-5f486bc1b6a4#de0896fd-571a-4cc5-aeed-264d2c3c72f4#f377e145dd4d-3ac3-5b15-37ce8f4913ba:2

8.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지정된 마운트 지점/경로에서 지정된 복구 지점을 선택하고 마운트합니다.
m <volume_recovery_point_ID_number> <volume-letter> [flag] <path>
명령의 플래그에 따라 복구 지점을 탑재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 - 읽기 전용 마운트(기본값). 이 플래그를 사용하면 복구 지점을 마운트할 수 있지만 복구 지점을 변
경할 수는 없습니다.

•

[w] - 쓰기 가능 마운트. 이 플래그를 사용하면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v] - 이전 쓰기를 포함하여 마운트. “v” 플래그를 사용하여 마운트하면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고, 이전 쓰
기 가능 마운트 중에 변경되었지만 복구 지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n] - nbd를 <path>에 마운트하지 않음. nbd(network block device)는 로컬 마운트 수행 시 Core와 보호
된 시스템 사이에 소켓 연결을 만듭니다. 이 플래그를 사용하면 nbd를 마운트하지 않고 복구 지점을 마
운트할 수 있어, 복구 지점의 파일 시스템을 수동으로 검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NOTE: 명령에 복구 지점 ID 번호 대신 라인 번호를 지정하여 복구 지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라인 번호(lm 출력에서), 복구 지점 라인 번호 및 볼륨 문자, 경로를 차례로 사용합
니다(예: m <machine_line_number> <recovery_point_line_number> <volume_letter> <path>). 예
를 들어 lm 출력이 세 개의 보호된 시스템이 나열되고 번호 2에 대해 lr 명령을 입력한 후 23 복구
지점 볼륨 b를/tmp/mount_dir에 탑재하려는 경우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m 2 23 b /tmp/mount_dir

9.

NOTE: 호환되는 운영 체제 시스템 BTRFS 볼륨을 탑재하려는 경우(Rapid Recovery 설치 및 업그
레이드 안내서의 "Rapid Recovery 릴리스 6.1 운영 체제 설치 및 호환성 매트릭스" 항목 참조) 다음
매개 변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mount -o nodatasum,device=/dev/xxx /dev/xxx /mnt/yyy

마운트 성공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연결된 원격 볼륨을 나열합니다.
l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 분리
Linux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을 분리하려면 아래 절차의 각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3.
4.

Rapid Recovery local_mount 유틸리티를 루트 또는 수퍼 사용자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sudo local_mount
Rapid Recovery 탑재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나열합니다.
lm

메시지가 표시되면 Rapid Recovery Core Core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Core 서버의 로그온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과 암호)을 입력합니다.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5.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지정된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복구 지점을 나열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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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line_number_of_machine>
NOTE: 이 명령에 라인 항목 번호 대신 시스템 ID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기본 및 증분 복구 지점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라인 항목 번호, 날짜/타임스탬프, 볼
륨 위치, 복구 지점의 크기, 그리고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시퀀스 번호가 끝에 포함된 볼륨의 ID 번호가 포함
됩니다.
예: 7d658e5f-fa08-4600-95f0-5f486bc1b6a4#de0896fd-571a-4cc5-aeed-264d2c3c72f4#f377e145dd4d-3ac3-5b15-37ce8f4913ba:2
6.
7.
8.

l or list 명령을 실행하여 탑재된 NBD(Network Block Device) 장치의 목록을 얻습니다. 복구 지점을 탑
재하는 경우에는 l or list 명령을 실행한 후 NBD 장치로 연결되는 경로를 얻게 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복구 지점을 분리합니다.
unmount <path_of_nbd-device>

l or list 명령을 실행하여 복구 지점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스냅숏 작성
스냅숏을 작성하면 현재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냅숏을 작성하면 바로 전송이
시작되거나 다른 작업이 실행 중인 경우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스냅숏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분 스냅숏을 선택하고 이전 복구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이미지가 캡처됩니다. 스냅숏을 작성한다고 해서 일
정 스냅숏의 타이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NOTE: Rapid Recovery에서는 기본 및 증분 전송을 위해 Window 8, Windows 8.1,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및 Windows Server 2016을 지원합니다.
•

기본 이미지는 시스템의 선택된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스냅숏입니다.

•

증분 스냅숏은 마지막 스냅숏 이후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스냅숏을 작성할 복구 지점이 있는 시스템 또는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2.

Summary(요약) 페이지의 Summary(요약) 창에서 Force Snapshot(스냅숏 작성)을 클릭합니다.

3.

Force Snapshot(스냅숏 작성) 대화 상자의 확인란에서 하나 이상의 볼륨 또는 보호 그룹을 클릭합니다.

4.

Force Snapshot(스냅숏 작성) 또는 Force Base Image(기본 이미지 작성)를 각각 클릭합니다.

5.

기본 이미지를 선택한 경우 기본 이미지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Force Snapshot(스냅숏 작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기본 이미지는 백업하려는 볼륨의 데이터 양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스냅숏이 대기열에 있을 때는 다른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복구 지점 제거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시스템의 복구 지점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 복구 지점을 삭제하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복구 지점 삭제. 리포지토리에서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의 모든 복구 지점을 제거합니다.

•

복구 지점의 범위 삭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인 현재 이전부터 기본 이미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범위의
모든 복구 지점은 물론 현재 이후부터 다음 기본 이미지까지 모든 복구 지점을 제거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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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삭제한 복구 지점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복구 지점에 저장된 데이터가 필요하면 먼저 데이터 아카이
브를 고려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복구 지점을 보고 제거할 시스템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보기가 나타납니다.

2.

시스템 이름 또는 IP 주소 옆에 있는 복구 지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시스템의 복구 지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복구 지점 창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창 제목 아래에는 Refresh(새로 고침), Delete Range(범위 삭제), Delete All(모두 삭제)을 비롯한 옵션이 표시
됩니다.

4.

현재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을 삭제하려면 Recovery Points(복구 지점) 창 제목 아래에서 모두 삭제를 클릭하
고 확인 대화 상자에서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5.

특정 데이터 범위의 복구 지점 집합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복구 지점 창 제목 아래에서 범위 삭제를 클릭합니다.

특정 범위의 복구 지점 삭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특정 범위의 복구 지점 삭제 대화 상자의 시작 시간 필드에서 복구 지점 삭제를 시작할 날짜 및 시
간을 선택합니다.

c.

종료 시간 필드에서 삭제할 마지막 복구 지점을 정의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d.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e.

확인 대화 상자에서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 삭제
분리된 복구 지점은 기본 이미지와 연관되지 않은 증분 스냅숏입니다. 후속 스냅숏은 계속 이 복구 지점을 기반으
로 작성되지만 기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최종 복구 지점은 불완전하고 대부분 복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구 지점은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선의 해결책은 체인을 삭제하고 새로운 기본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이미지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작성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을 삭제하려는 보호된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2.

페이지를 상단 메뉴에서 복구 지점을 클릭합니다.

3.

복구 지점 창에서 분리된 복구 지점을 확장합니다.
이 복구 지점은 유형 열에 "증분, 분리됨" 레이블로 표시됩니다.

4.

작업 옆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복구 지점 삭제 창이 나타납니다.

5.

복구 지점 삭제 창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CAUTION: 이 복구 지점을 삭제하면 이전 또는 이후부터 다음 기본 이미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증분 복
구 지점을 포함한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이 삭제됩니다.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CAUTION: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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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지점을 다른 리포지토리로 수동 마이
그레이션
보호된 시스템의 복구 지점을 삭제하는 대신 리포지토리에서 제거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복구 지점
을 다른 리포지토리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소스 리포지토리에서 복구 지점을 아카이브한
후 아카이브를 대상 리포지토리로 가져오는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리포지토리가 가득 차거나,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바뀌어 다른 Core 및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시
스템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이전에 AppAssure 5.3 또는 5.4에서 리포지토리를 업그레이드했고 복제를 사용한 경우 Quest에
서는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대상 Core의 각 리포지토리에서 리포지토리 검사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장합
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불규칙한 데이터가 새로운 대상 리포지토리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리포지
토리 검사 작업은 사용자의 Core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UI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정보는 DVM 리포지토리의 무결성 검사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
업 수행에 대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에서 무결성 검사 수행에서 확인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복구 지점을 마이그레이션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일시 중지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2.

복구 지점을 마이그레이션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현재 작업을 모두 취소하거나 모두 완료될 때까지 대기
합니다.

3.

일시 중지한 시스템에 대한 복구 지점을 아카이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 만들기을(를) 참조하십시
오.

4.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 확인 후 마이그레이션할 보호된 시스템의 기존 복구 지점을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복구 지점 제거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기존 복구 지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리포지토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마이그레이션된 복구 지점에 대한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대상 리포지토리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6.

기존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려면 6단계로 계속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일시 중지한 각 시스템에 대한 리포지토리를 변경합니다.
a.

Core Console의 탐색 트리에서 보호된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b.

보호된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c.

설정 페이지의 일반 창에서 리포지토리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한 후 4단계에서 생성한 리포지토리
이름을 선택합니다.

▪

기존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려면 기존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NOTE: 복구 지점을 기존 리포지토리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기존 리포지토리에 마이그레
이션된 복구 지점을 포함할 만큼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d.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일시 중지한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
하십시오.

8.

이동한 각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새 기본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 작성을(를) 참조하고,
기본 이미지 강제 적용 옵션을 사용합니다.

9.

마이그레이션할 시스템에 대해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 가져오기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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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이 섹션에서는 재해 복구를 위해 Rapid Recovery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대상 Core로 보호된 데이터의 복
제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로 복제
이 섹션은 Rapid Recovery에서 복제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제는 재해 복구를 위해 Rapid Recovery Core에서 복구 지점을 복사하여 다른 Rapid Recovery Core(으)로 전송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두 개 이상의 Core 간 관계가 소스-대상 쌍으로 지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소스 Core는 지정한 보호받는 컴퓨터의 복구 지점을 복사한 다음 해당 스냅숏 데이터를 대상 Core에 비동기적으로
지속해서 전송합니다.
복제 일정을 설정하여 기본 동작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ore는 모든 백업 스냅숏, 체크섬 검사, 탑재 기능
검사 및 연결 기능 검사 완료 후 즉시 복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로그 잘라내기는 복구 지점 또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복제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이러한 작업 중 어떤 것이라도 야간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야간 작업 역시 완료될 때 복제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제 일정 설정을
(를) 참조하십시오.
NOTE: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복제할 때 전체 클러스터를 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제할 노드를
선택하는 경우,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클러스
터의 모든 노드가 선택됩니다.
최적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격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대상 Core를 사용합니다. 회사 소
유의 데이터 센터나 원격 재해 복구 사이트(즉, "자체 관리된" 대상 Core)에 아웃바운드 복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프사이트 백업 및 재해 복구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타사의 관리된 서비스 공급자(MSP) 또는 클라우드 공급
자에 아웃바운드 복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사 대상 Core에 복제할 때 연결을 요청하고 자동 피드백 알림을 수
신할 수 있는 기본 워크플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는 보호된 컴퓨터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소스 Core에서 보호되거나 복제된 컴퓨터(또는 모든 컴퓨터)은 대
상 Core로 복제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복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 위치에 복사. 대상 Core가 로컬 데이터 센터 또는 온사이트 위치에 있으며 복제가 항상 유지 관리됩니
다. 이 구성에서는 Core가 손실되어도 복구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

오프사이트 위치에 복제. 대상 Core가 손실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오프사이트 재해 복구 시설에 위치합니다.

•

상호 복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Core를 포함하고 컴퓨터를 보호하며 각 데이터 센
터가 오프사이트 재해 복구 백업의 역할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 Core가 다른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Core에 보호된 컴퓨터를 복제합니다.

•

호스트 및 클라우드 복제. Rapid Recovery MSP 파트너가 데이터 센터 또는 공용 클라우드에서 여러 대상
Core를 유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각 Core에서 MSP 파트너를 통해 한 명 이상의 고객이 고객의 사이트에 있
는 소스 Core에서 MSP의 대상 Core로 복구 지점을 유료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이 소유한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복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간 복제.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를 단일 소스 Core에서 단일 대상 Core로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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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점 간 복제 구성

•

다중 지점-지점 간 복제. 보호된 컴퓨터를 다중 소스 Core에서 단일 대상 Core로 복제합니다.

그림 2. 다중 지점-지점 간 복제 구성

•

지점-다중 지점 간 복제.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를 단일 소스 Core에서 두 개 이상의 대상 Core로 복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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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점-다중 지점 간 복제 구성

•

멀티홉 복제.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를 하나의 대상 Core에서 다른 대상 Core로 복제하여 복제된 Core
에서 추가적인 장애 조치 또는 복구 옵션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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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멀티홉 복제 구성

DL 시리즈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경우 복제한 대상 Core에 유효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구성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는 구매 시 복제 대상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 구
매 시 사용자가 받은 환영 이메일 메시지에서 라이센스 키를 확인하십시오. 지원을 받으려면 Licensing Assistance
웹 사이트(https://support.quest.com/contact-us/licensing)에 방문하거나 license@ques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
십시오.

복구 지점 체인 및 분리
Rapid Recovery는 보호된 시스템의 스냅숏을 캡처하고 데이터를 복구 지점으로 리포지토리에 저장합니다. Core에
저장된 최초 복구 지점을 기본 이미지라고 합니다. 기본 이미지로는,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보호하려는 각 볼륨
의 설정, 해당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연속 백업은 증분 스냅숏이라고 하며, 마지막 백업 이후 보호
된 볼륨에서 변경된 데이터로만 구성됩니다. 기본 이미지와 모든 증분 스냅숏을 합치면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이 구
성됩니다.
전체 복구 지점 체인에서 Rapid Recovery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구 옵션을 사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옵션으로는, 파일 수준 복원, 볼륨 수준 복원, Bare Metal 복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한 복구 지점 체인이 발생하면 볼륨 수준에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Bare Metal 복원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파일 수준에서 복구 지점에 존재하는 데이터
는 계속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려는 정보가 Core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전 백업에 있는 경우(이전 증분 스냅숏이나 기본
이미지) 복구 지점이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분리된 복구 지점은 일부 복제 시나리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복제를 설정하면 복제된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옵션이 제한됩니다. 소스 Core의 모든
백업 데이터를 대상 Core로 전송하기 전에는 고아에서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생성할 때 파일 수준 복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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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시작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복제 전송 작업은 정기적으로 예약된 각 백업 전송을 마친 후에 즉시 자동으로 대기합니다. 따라서 보
호된 시스템에 대한 복제 예약을 사용자 지정하기 전에는 복제 일정은 해당 표준 백업 스냅숏 일정에 따릅니다.
처음에 복제를 설정할 때 소스 Core에 하나 이상의 복구 지점이 있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복제 프로세
스를 즉시 시작합니다.
•

처음에 복제를 일시 중지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초기 전송을 수행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처음에 복제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 복제를 명시적으로 다시 시작하면 복제가 시작됩니다.
복제를 설정하고 시드 드라이브 사용을 지정한 경우 다음에 정기적으로 예약된 백업 스냅숏을 통해 대상 Core로의
복제가 시작됩니다.
NOTE: 복제를 설정한 후에 보호된 시스템을 강제로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된 시스템 스냅숏을
완료한 후 즉시 복제가 시작됩니다.
복제를 설정할 때 시드 드라이브를 지정하면 향후 백업 전송만 복제합니다. 대상 Core에 원래 보호된 시스템의 기
본 복구 지점이 있으려면 보호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시드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시드하려면 소스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생성하고 대상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일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하나의 백업에 대한 기본 보호 일정
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 Core는 다른 일정(예를 들어, 매일 오전 2시에 한 번)으로 대상 Core에 복제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딩 요구 및 전략 확인
다음 항목은 복제된 데이터의 복원 및 소스 Core에서 복구 지점 데이터를 시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딩 데이터가 필요한 시기
복제를 처음 설정하면 시드 드라이브 사용을 지정하지 않는 한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모든 복구 지점을 소스 Core
에서 대상 Core로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트워크 속
도,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강력함, 대상 Core로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포함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Core의 백업 데이터 크기가 10GB이고 WAN 링크가 24Mbps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이 완료되는 데 약 1
시간이 걸립니다.
대상 Core에 복사하려고 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시드 드라이브가 수백 또는 수천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필수적인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비하지 않고 대신 시드 드라이브를 정의하여 사용
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제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성능 고려 사항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를 정의할 때 시드 드라이브의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 복제를 설정한 후 소스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만 대상
Core에 복제됩니다. 복제가 설정되기 전에 소스 Core에 저장된 백업은 사용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데
이터를 시드할 때까지 대상 Core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역 데이터의 집중적인 전송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하려면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데
이터를 대상 Core에 백업하기 전에 시드하십시오. 시드 드라이브는 중복 제거된 기본 이미지 집합과 소스 Core의
증분 스냅숏을 복사하는 아카이브 파일입니다. 시드 드라이브는 사용자가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로 복제하려는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이전의 전체 복구 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드 드라이브 파일을 저장소 볼륨으로 이동하면 대상 Cor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드 드라이브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시드 드라이브 이미지가 있는 볼륨을 대상 Core에 연결하고 Core Console의 리포지
토리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대상 Core에 복제된 증분 스냅숏을 기본 이
미지와 결합하여 분리된 항목을 수정하면 하나 이상의 완전한 복구 지점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copy-consume이라고도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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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Core의 데이터를 항상 시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

새 Rapid Recovery Core에 복제를 설정하는 경우 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전 스냅숏의 데이터가 복제된 데이터에 위험하지 않은 경우 복제를 설정한 뒤에 저장된 데이터만 복구해
야 하며 시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TE: 이 경우 Quest에서는 복제를 설정하기 전이나 설정한 직후에 새로운 기본 이미지를 캡처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후에 데이터를 복원할 대상 Core에 전체 복구 지점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제를 설정하기 직전에 기본 이미지를 캡처한 경우 해당 데이터 이후에 캡처된 데이터만 복원해야 하며 시
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드 드라이브를 지정하지 않고 복제를 설정하는 경우 스냅숏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 Core에서 대
상 Core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데이터를 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스 Core에서만 복제를 완
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구 지점이 있는 Core에 복제를 설정하고 볼륨 수준에서 복원해야 하는 경우 BMR을 수행하거나 이전 기
본 이미지 또는 증분 스냅숏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시딩 요구 및 전략을 고려해 보십시오. 본 항목의 정보를 검토하고 대상 Core를 시드할지 여부와 어떤 접근 방
식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데이터 시딩 방식
대상 Core의 복제된 시스템에 원본 소스 Core에 있는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
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대상 Core를 시드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대상 Core에 시드합니다. 복제 정의 시 시드 드라이브의 사용을 지정합니다. 시드 드
라이브가 포함된 폴더를 대상 Core와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시드 드라이브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거나 연결 속도가 느린 경우, 이 방법으로 시드하면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상당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1.

NOTE: Quest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시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시딩에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WAN 연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저장소 매체를 사용하여 소스 Core에서 백업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파일을 휴대 가능
한 외부 이동식 저장 장치로 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나 연결 속도가 느린 사이
트에 유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시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2.

a.

이동식 매체에 저장하여 소스 Core에서 시드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b.

시드 드라이브를 대상 Core의 물리적 위치로 전송합니다.

c.

드라이브를 대상 Core에 연결합니다.

d.

시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대상 Core의 리포지토리로 소비합니다.

타사 Core를 복제하는 경우 MSP에서 매체를 수신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담당자가 매체를 장착하여
시드 데이터를 Core에 소비(또는 가져오기)할 준비가 되면 알립니다.
NOTE: 저장 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복사해야 하므로 eSATA, USB 3.0 또는 기타 고속 연결 장치를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드 데이터 아카이브의 전체 크기가 이동식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
클 경우 아카이브는 여러 장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가상 호스트에 저장된 소스 및 대상 Core의 경우 가상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백업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소스 Core 및 대상 Core가 모두 가상 호스트에 있는 경우 가상 저장소 매체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정의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시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3.

a.

가상 저장소 볼륨에 저장하여 소스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 파일을 생성합니다.

b.

소스 Core에서 볼륨을 분리하고 대상 Core에 부착합니다.

c.

시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대상 Core의 리포지토리로 소비합니다.
NOTE: 시드가 완료되기 전에 소스 Core와 대상 Core 간에 증분 스냅숏의 복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스에
서 대상으로 전송된 복제된 스냅숏은 초기 데이터가 소모될 때까지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며, 복제된
기본 이미지와 결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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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시드 드라이브 소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상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

분리된 복구 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 삭제에서 확인하십시오.

•

시드 드라이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드 드라이브 이해 및 대상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See also: 대상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 사용
See also: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 삭제

복제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성능 고려 사항
소스 Core와 대상 Core 간의 대역폭이 저장된 복구 지점 전송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복제를 설정하고 시드 드라이
브의 사용을 지정하십시오. 이 프로세스는 소스 Core에서 보호된 선택한 서버의 기본 이미지 및 복구 지점으로 대
상 Core를 시딩합니다. 시딩 프로세스는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딩은 정기적으로 예약된 복제의 토대로
작용하는 데이터의 초기 전송 일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가 일시 중지 또는 삭제된 경우 이전에 복제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시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 지점 체인 구축"을 사용하여 아직 복제되지 않은 복
구 지점을 시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준비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변경 속도. 변경 속도는 보호된 데이터의 양이 누적되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보호된 볼륨에서 변경되는 데이
터의 양 및 볼륨의 보호 간격에 따라 다릅니다. Exchange 이메일 서버 등 일부 시스템 유형의 변경 속도는 일
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변경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은 보호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

대역폭. 대역폭은 소스 Core와 대상 Core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송 속도입니다. 스냅숏이 생성하는 복구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역폭이 복제에 대한 변경 속도보다 커야 합니다. Core에서 Core로의 대용량 데
이터 전송의 경우 최대 1GB의 이더넷 연결 속도의 유선 속도로 여러 개의 병렬 스트림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OTE: ISP에서 시정하는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총 사용 가능한 대역폭입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는
발신 대역폭을 공유합니다. 복제에서 변경 속도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

보호된 시스템의 수. 소스 Core당 보호된 시스템 수와 대상에 복제할 시스템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스
Core에서 보호된 모든 시스템을 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Rapid Recovery를 통해 보호된 시스템 단위로 복
제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경우 일부 시스템만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Core의 모든 보호된 시스템을 복
제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 속도가 더 높습니다. 이 요소는 소스와 대상 Core 사이의 대역폭이 복제할
복구 지점의 양과 크기에 부족한 경우 관련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WAN 연결 유형의 최대 변경 속도가 합리적인 변경 속도에 대한 기가바이트당 필요한 대역폭의 예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 89. 기가바이트당 대역폭 예제
광대역

대역폭

최대 변경 속도

DSL

768Kbps 이상

시간당 330MB

케이블

1Mbps 이상

시간당 429MB

T1

1.5Mbps 이상

시간당 644MB

광섬유

20Mbps 이상

시간당 8.38GB

NOTE: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전 표에 나열된 권장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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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중에 연결이 끊기는 경우 연결 기능이 복원되면 이전의 전송 장애 지점에서 복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복제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제, 백업 등의 다른Rapid Recovery 전
송, 그리고 사용자가 실행해야 하는 기타 중요 응용 프로그램을 수용할 충분한 대역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특히 일부 보호 또는 복제된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률 조정을 고려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전송 설정 수정 정보 및 전송 속도 제한를 참조하십
시오.

복제 및 암호화된 복구 지점 정보
시드 드라이브에는 소스 Core 레지스트리 및 인증서의 백업이 포함되지 않지만 소스에서 대상으로 복제되는 복구
지점이 암호화된 경우 소스 Core의 암호화 키가 포함됩니다. 복제된 복구 지점은 대상 Core로 전송된 후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상 Core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복제에 대한 보존 정책 정보
소스 및 대상 Core의 보존 정책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롤업 및 주문형 삭제는 각 Core에서 초기 작업 시는 물론
야간 작업 중에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보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존 정책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수신 및 발신 복제 보기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Core 범위 내의 복제 개
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창이 표시됩니다.
•

보내는 복제 창에는 다른 Core에 복제된 이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

들어오는 복제 창에는 이 Core에 복제된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이 복제된 소스 Core가 나열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창에 표시되는 정보를 설명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Rapid Recovery Core에서 들어오는 발신 복제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표 90. 발신 복제 정보
UI 요소

설명

항목 선택

요약 표에 있는 각 행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 위에 있는 메뉴 옵션 목록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유형

시스템 유형을 표시합니다. 대상 Core를 확장하여 각 복제된 시스템을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상태 표시기

복제 상태. 상태 열의 색상 원이 복제된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인지 연결할 수 없는 상태인
지 보여줍니다. 색상 원으로 커서를 가져가면 상태 조건이 표시됩니다. 상태 조건에는 녹
색(복제가 설정되고 온라인 상태임), 노란색(복제 일시 중지됨), 빨간색(인증 오류) 및 회색
(오프라인이거나 연결할 수 없음)이 있습니다.

Replication
Name(복제 이
름)

이 소스 Core에 있는 시스템이 복제되는 Core 시스템의 표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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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시스템

선택한 대상 Core로 복제되는 시스템 수를 나열합니다.

동기화

대상 Core에 마지막으로 복제를 전송한 날짜 및 시간.
이 열에서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특정 복제 관계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Outgoing Replication(보내는 복제) 그리드에 나열된 두 개 이상의 대상 Core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 Core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그리드에 있는 각 Core의 확인란을 선택한 후 그리드 위에 있는 메뉴에서 수행
할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91. Outgoing Replication(보내는 복제)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작업
UI 요소

설명

대상 Core 추가

이 소스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을 복제할 다른 대상 Cor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표에 표시된 정보를 새로 고칩니다.

수행

복제를 수행합니다.

일시 중지

설정한 복제를 일시 중지합니다.

다시 시작

일시 중지한 복제를 재개합니다.

복사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기존 복구 지점을 시드 드라이브로 복사할 수 있는 복제 마
법사를 엽니다.

삭제

발신 복제를 삭제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복제를 설정했을 때 시드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복사된 경우 이 메뉴 옵션이 나타납니다.
시드 드라이브가 저장된 시간 및 데이터를 포함하여 시드 드라이브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
시됩니다. 축소 가능한 메뉴는 시드 드라이브 파일이 생성된 보호된 시스템 및 대상 Core
를 나타냅니다.
이 열에서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특정 복제 관계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다른 Core에서 들어오는 복제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표 92. 수신 복제 정보
UI 요소

설명

항목 선택

요약 표에 있는 각 행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 위에 있는 메뉴 옵션 목록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유형

시스템 유형을 표시합니다. 소스 Core를 확장하여 각 복제된 시스템을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상태 표시기

복제 상태. 상태 열의 색상 원이 복제된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인지 연결할 수 없는 상태인
지 보여줍니다. 색상 원으로 커서를 가져가면 상태 조건이 표시됩니다. 상태 조건에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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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색(복제가 설정되고 온라인 상태임), 노란색(복제 일시 중지됨), 빨간색(인증 오류) 및 회색
(오프라인이거나 연결할 수 없음)이 있습니다.

Replication
Name(복제 이
름)

이 대상 Core에 복제된 보호된 시스템을 포함하는 소스 Core 시스템의 표시 이름.

시스템

이 대상 Core로 복제된 소스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의 수를 나열합니다.

동기화

소스 Core에 마지막으로 복제를 전송한 날짜 및 시간.

이 이름은 복제 마법사를 사용하여 소스 Core에서 복제를 설정할 때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열에서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특정 복제 관계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Incoming Replication(들어오는 복제) 그리드에 나열된 두 개 이상의 소스 Core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
러 소스 Core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그리드에 있는 각 Core의 확인란을 선택한 후 그리드 위에 있는 메뉴에서 수
행할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93. Incoming Replication(들어오는 복제)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작업
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표에 표시된 정보를 새로 고칩니다.

수행

복제를 수행합니다.

일시 중지

설정한 복제를 일시 중지합니다.

다시 시작

일시 중지한 복제를 재개합니다.

삭제

수신 복제를 삭제합니다.

복제 구성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복제할 소스 Core와 대상 Core를 구성해야 합니다. 복제를 구성
한 후 보호된 시스템 데이터를 복제하고 복제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며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복제할 때 전체 클러스터를 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제할 노드를
선택하는 경우,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클러스
터의 모든 노드가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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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복제를 수행합니다.
•

대상 Core에 리포지토리 설정. 대상 Core에 리포지토리를 추가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
토리 생성하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자체 관리 복제 구성.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에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을(를) 참조하십시오.

•

타사 복제 구성. 타사 대상 Core에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사 대상 Core로 복제을(를) 참조하
십시오.

•

기존의 보호된 시스템 복제. 소스 Core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시스템을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기존 복제에 시스템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

시드 드라이브 사용. 대상 Core의 시드 드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상 Core에
서 시드 드라이브 사용을(를) 참조하십시오.

•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 설정.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 설정을(를) 참조하십시오.

•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일정 설정. 복제 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일정 설정을(를) 참
조하십시오.

•

필요에 따라 복제 모니터링. 복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신 및 발신 복제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필요에 따라 복제 설정 관리. 복제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설정 관리을(를) 참조하
십시오.

•

재해 또는 데이터 손실 시 복제된 데이터 복구. 복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된
데이터 복구을(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
이 구성은 오프사이트 위치에 복제 및 상호 복제에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는 전제 조건입니다.
•

모든 소스 및 대상 컴퓨터에 Rapid Recovery Core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다중 지점 간 복제를 수행하도록 Rapid Recovery을(를) 구성하는 경우 모든 소스 Core 및 대상 Core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고 물리적 이동식 저장소 볼륨에 전송하여 기존 복구 지점의 초기 전송을 수행해야 하
는 경우 적합한 휴대용 저장소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시드 드라이브 아카이브를 복사할 드라이브에
연결하기 위해 소스 Core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는 대상
Core에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는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Core입니다. 예를 들어,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는 사
용자 회사가 종종 오프사이트 위치에서 관리하거나 소스 Core와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호스트합니다. 시드 드라이
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드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스 Core에서 복제를 완전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고 나중에 대상 Core에 시드 드라이브를 연결하여 아카이브된
복구 지점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딩 요구 및 전략 확인을(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하도록 소스 Core를 구성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소스 Core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버튼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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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3.

이 소스 Core와 페어링된 대상 Core를 사용하여 복제를 설정하는 경우, 복제 마법사의 대상 Core 페이지에
서 기존 대상 Core 사용을 선택한 후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대상 Core를 선택합니다. 5단계로 건너뜁니
다.

4.

이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복제를 설정하는 경우, 복제 마법사의 대상 Core 페이지
에서 자체 대상 Core가 있음을 선택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94. 대상 Core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이름

복제할 Core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Rapid Recovery Core이(가) 컴퓨터와 통신할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8006입니다.

사용자 이름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NOTE: 대상 Core에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스 Core를 대상 Core와 페어링할 수 있지만
리포지토리가 설정될 때까지 에이전트(보호된 컴퓨터)를 이 위치에 복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타납니
다. Core에 기본 리포지토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을(를)
참조하십시오.

6.

요청 페이지에서 이 복제 구성(예: SourceCore1)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대상 Core의 복제 페이지에서 들어
오는 복제 창에 사용되는 표시 이름입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보호된 컴퓨터 페이지에서 복제할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리포지토리 열의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각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9.

기본 데이터 전송에 대해 시딩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데이터를 시드하지 않으
려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NOTE: 휴대용 저장소 장치에 대량 데이터를 복사해야 하므로 Quest에서는 휴대용 저장소 장치에
eSATA, USB 3.0 또는 기타 고속 연결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a.

복제 마법사의 보호된 컴퓨터 페이지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초기 전송 수행을 선택합니
다.

▪

현재 대상 Core로 복제 중인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가 있는 경우 시드 드라이브에 이미 복제된
복구 지점 포함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에 보호된 해당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를 완료한 후 즉시 복제가 시작되지 않게 하려면 초기 복제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NOTE: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재개할 때까지 복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b.

다음을 클릭합니다.

c.

복제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서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상 유형에서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d.

위치 필드의 C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에 따라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시드 드라이브 파일의 세
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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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로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출력 위치는 시드 드라이브 아카이
브가 상주할 위치 경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D:\work
\archive).

네트워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출력 위치는 시드 드라이브 아
카이브가 상주할 위치 경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
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
워크 공유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
서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
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
은 Rapid-Recovery-Archive-[작성된 날짜]-[작성된 시간]입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f.

복제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96. 시드 드라이브 옵션
항목

설명

최대 크기

대형 데이터 아카이브를 여러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
여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 예약할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를 선택합니다.

휴지통 작업

•

나중을 위하여 전체 대상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 제공된 경로에
서 사용 가능한 전체 공간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가 D:\work\archive일
때 D: 드라이브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은 시드 드라이브 복사에 필요한 경우에
는 예약되지만 복사 프로세스 시작 직후에는 예약되지 않습니다.

•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양을 입력한 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하여
예약할 최대 공간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250MB입니다.

경로에 이미 시드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재사용 안 함. 위치의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위치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시드 드라이브 쓰기가 실패합니다.

•

이 Core 바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
한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

완전히 지우기. 시드 드라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시드 데이터를 지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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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설명

시드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에 모든 Agent
추가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소스 Core의 모든 보호된 컴퓨터를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복구 지점 체인
구축(분리된 항
목 수정)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이
미 복제된 복구 지점을 시드 드라이브에 추가하여 원래 위치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방지합
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NOTE: AppAssure 5.4의 일반적인 시딩은 최신 복구 지점만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
하며, 이에 따라 시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줄어듭니다. 시
드 드라이브에 복구 지점 체인을 구축하려면 지정한 보호된 컴퓨터의 최신 복구 지
점을 저장하기 위한 시드 드라이브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시
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g.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 확인란을 선택 해제한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를 선택한 경우 10단계로 이동합니다.

10. 마침을 클릭합니다.
11. 시드 드라이브를 만든 경우 대상 Core로 보냅니다.
소스 Core와 대상 Core의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초기에 복제를 일시 정지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제 프로세스가 즉시 시작됩니다.
1.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시드 드라이브가 사용되고 필요한 기본 이미지를 제공할
때까지 대상 Core에 분리된 복구 지점을 생성합니다.

2.

드라이브 사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드 드라이브 아카이브 파일을 볼륨(공유 폴더, 가상 디스크 또는 이동식
저장소 매체)으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See also: 클라우드 계정 추가
See also: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
See also: Rapid Recovery로 복제
See also: 시딩 요구 및 전략 확인
See also: 복제

타사 대상 Core로 복제
타사 Core는 MSP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되는 대상 Core입니다. 타사에 의해 관리되는 Core에 복제하는 경우 고객
이 대상 Core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사 Core로의 복제 프로세스에는 고객 및 타사가 완료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소스 Core에서 복제
요청을 제출한 후 MSP에서 요청을 검토하여 대상 Core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NOTE: 이 구성은 호스트 및 클라우드 복제에 적용됩니다. Rapid Recovery Core를 모든 소스 Core 시스템
에 설치해야 합니다. 멀티포인트 투 포인트 복제를 위해 Rapid Recovery를 구성하는 경우 모든 소스 Core에
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타사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 Core에 복제하려면 다음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

타사 서비스 공급자에게 복제 요청 제출

•

고객의 복제 요청 검토

•

고객의 복제 요청 무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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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서비스 공급자에게 복제 요청 제출
MSP 등 타사에 의해 관리되는 Core를 구독하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타사 서비스 공급자에게 복제 요청을 제출하
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단추 모음에서

3.

복제 마법사의 대상 Core 페이지에서 타사가 제공하는 오프사이트 백업 및 재해 복구 서비스에 가입했습니
다를 선택한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표 97. 타사 대상 Core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이름

타사 Core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IP 주소 또는 FQDN을 입력합니다.

포트

타사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8006입니다.
•

추가할 Core가 이전에 소스 Core와 페어링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대상 Core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드롭다운 목록에서 대상 Core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7단계로 건너뜁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복제 마법사의 요청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98. 타사 대상 Core 세부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전자 메일 주소

타사 서비스 구독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고객 ID(선택 사
항)

(선택 사항) 서비스 공급자가 할당한 고객 ID를 입력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복제 마법사의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타사 Core로 복제하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8.

기본 데이터 전송에 대해 시딩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NOTE: 대량의 데이터를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해야 하므로 eSATA, USB 3.0 또는 휴대용 저장 장치
에 대한 기타 고속 연결이 권장됩니다.
a.

복제 마법사의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초기 전송 수행을 선택합니
다.

▪

현재 대상 Core로 복제 중인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미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된
복구 지점이 포함됨 옵션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에 이러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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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복제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서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상 유형에서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d.

C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아카이브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표 99.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로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 출력 위치는 시드 드라이브 아카이
브가 상주할 위치 경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D:\work
\archive).

네트워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를 둘 위치 경로를 정의
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
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
워크 공유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
서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
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
은 Rapid-Recovery-Archive-[작성된 날짜]-[작성된 시간]입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f.

복제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00. 시드 드라이브 옵션
항목

설명

최대 크기

대형 데이터 아카이브를 여러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
여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 예약할 공간의 최대 크기를 선택합니다.
•

전체 대상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 제공된 경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가 D:\work\archive인 경우 D: 드라이브의
모든 사용 가능한 공간이 예약됩니다.

•

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양을 입력한 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하
여 예약할 최대 공간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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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휴지통 작업

경로에 이미 시드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재사용 안 함. 위치의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위치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시드 드라이브 쓰기가 실패합니다.

•

이 Core 바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
한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

완전히 지우기. 시드 드라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시드 데이터를 지웁
니다.

설명

시드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에 모든 Agent
추가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소스 Core의 모든 보호된 시스템을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복구 지점 체인
구축(분리된 항
목 수정)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기
본적으로 선택됩니다.

9.

NOTE: AppAssure 5.4의 일반적인 시딩은 최신 복구 지점만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
하며, 이에 따라 시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줄어듭니다. 시
드 드라이브에 복구 지점(RP) 체인을 구축하려면 지정한 보호된 시스템의 최신 복
구 지점을 저장하기 위한 시드 드라이브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g.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 확인란을 선택 해제한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를 선택한 경우 9단계로 이동합니다.

h.

복제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대상 Core로 복제하려는 보호된 시
스템을 선택합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

10. 시드 드라이브를 만든 경우 타사 서비스 공급자가 지시한 대로 보냅니다.

고객의 복제 요청 검토
최종 사용자가 타사 서비스 공급자에게 복제 요청 제출 절차를 완료한 후 복제 요청이 소스 Core에서 타사 대상
Core로 전송됩니다. 타사는 요청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 고객을 위해 복제를 시작하거나 요청을 거부하여 복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복제 요청 승인

•

복제 요청 거부

복제 요청 승인
타사 대상 Core에서 복제 요청을 승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1.

대상 Core에서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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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복제 페이지에서 요청 (#)을 클릭합니다.
Pending Replication Requests(보류 중인 복제 요청) 섹션이 표시됩니다.

4.

보류 중인 복제 요청에서 검토할 요청 옆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검토를 클릭합니다.
Review Replication Request(복제 요청 검토) 창이 표시됩니다.
NOTE: 이 창의 소스 Core ID 섹션에 나타나는 정보는 고객이 완료하는 요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5.

소스 Core ID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Replace an existing replicated Core(복제된 기존 Core 생성)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Core를
선택합니다.

•

새 소스 Core 만들기를 선택한 후 제공된 Core 이름, 고객 이메일 주소, 고객 ID가 올바른지 확인합니
다. 필요한 경우 정보를 편집합니다.

6.

에이전트 아래에서 승인할 시스템을 선택한 후 리포지토리 열의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각 시스템에 대
해 적절한 리포리토리를 선택합니다.

7.

(선택 사항) 설명 텍스트 상자에 고객에게 보낼 응답에 포함할 설명이나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8.

응답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복제가 허용됩니다.

복제 요청 거부
고객이 타사 Core에 보낸 복제 요청을 거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거부하려면 고객의 복제 요청 무시을(를) 참조하십시오.
1.

대상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복제 페이지에서 요청 (#)을 클릭합니다.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Pending Replication Requests(보류 중인 복제 요청) 섹션이 표시됩니다.
4.

보류 중인 복제 요청에서 검토할 요청 옆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검토를 클릭합니다.
Review Replication Request(복제 요청 검토) 창이 표시됩니다.

5.

거부를 클릭합니다.
복제가 거부됩니다. 소스 Core의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경고 아래 거부 알림이 나타납니다.

고객의 복제 요청 무시
대상 Core의 타사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이 보낸 복제 요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요청이 잘못 전송되었
거나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거부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복제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의 복제 요청 검토을(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의 복제 요청을 무시하려면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1.

대상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복제 페이지에서 요청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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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Replication Requests(보류 중인 복제 요청) 섹션이 표시됩니다.
4.

보류 중인 복제 요청에서 무시할 요청 옆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무시를 클릭합니다.

5.

요청 무시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명령을 확인합니다.
요청이 무시되었다는 알림이 소스 Core에 전송되고 요청이 대상 Core의 복제 페이지에서 제거됩니다.

기존 복제에 시스템 추가
소스 Core와 대상 Core 사이에 복제가 설정된 후 대상으로 복제할 새로운 보호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
제를 위해 페어링된 대상 Core에 새로운 보호된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소스 Core에서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
시오.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및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을(를) 참조하십시오.
1.

소스 Core의 Rapid Recovery Core Console로 이동합니다.

2.

버튼 표시줄에서

3.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복제할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한 후 리포지토리 열의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각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4.

기본 데이터 전송에 대해 시딩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마법사에서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가 열립니다.

NOTE: 대량의 데이터를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해야 하므로 eSATA, USB 3.0 또는 휴대용 저장 장치
에 대한 기타 고속 연결이 권장됩니다.
a.

복제 마법사의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초기 전송 수행을 선택합니
다.

▪

현재 대상 Core로 복제 중인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미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된
복구 지점이 포함됨 옵션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에 해당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다음을 클릭합니다.

c.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서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 대상 유형 중
에서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d.

c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아카이브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표 101.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로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를 둘 위치 경로를 정의
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d:\work\archive).

네트워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를 둘 위치 경로를 정의
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
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
워크 공유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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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클라우드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
서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
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
은 Rapid-Recovery-Archive-[작성된 날짜]-[작성된 시간]입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f.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02. 시드 드라이브 옵션
항목

설명

최대 크기

대형 데이터 아카이브를 여러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
여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 예약할 공간의 최대 크기를 선택합니다.

휴지통 작업

•

전체 대상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 제공된 경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가 D:\work\archive인 경우 D: 드라이브의
모든 사용 가능한 공간이 예약됩니다.

•

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양을 입력한 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하
여 예약할 최대 공간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경로에 이미 시드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재사용 안 함. 위치의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위치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시드 드라이브 쓰기가 실패합니다.

•

이 Core 바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
한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

완전 삭제. 시드 드라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시드 데이터를 지웁니다.

설명

시드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에 모든 Agent
추가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소스 Core의 모든 보호된 시스템을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복구 지점 체인
구축(분리된 항
목 수정)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기
본적으로 선택됩니다.
NOTE: Rapid Recovery 5.4의 일반적인 시딩은 최신 복구 지점만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하고, 이에 따라 시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줄어듭니다.
시드 드라이브에 복구 지점(RP) 체인을 구축하려면 지정한 보호된 시스템의 최신
복구 지점을 저장하기 위한 시드 드라이브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g.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 확인란을 선택 해제한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를 선택한 경우 5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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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5.

마법사의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대상 Core로 복제할 보호된 시스
템을 선택합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

대상 Core에서 시드 드라이브 사용
대상 Core의 시드 드라이브 파일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NOTE: 이 절차는 자체 관리되는 대상 Core로 복제 또는 타사 대상 Core로 복제 파트로 시드 드라이브 파일
이 만들어진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

시드 드라이브 파일이 휴대용 저장 장치(예: USB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으면 드라이브를 대상 Core에 연
결합니다.

2.

대상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3.

복제 페이지의 들어오는 복제 아래에서 올바른 원본 Core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사용을 클릭합니다.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사용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5.

위치 유형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4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에 따라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시드 드라이브 보관 파일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
니다.

표 103.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로컬

위치

아카이브 경로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위치

아카이브 경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
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
드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6.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보관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Rapid-RecoveryArchive-[만든 날짜]-[만든 시간]).

파일 검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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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가 파일을 검색합니다.
파일을 찾으면 4단계, 5단계 및 파일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미리 채워진 다음 텍스트 상자가 사용 창에 표시됩
니다. 시드 드라이브에 포함된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과 가장 최신 복구 지점의 날짜가 날짜 범위에 표시됩니
다.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 때 입력된 모든 설명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7.

사용 대화 상자의 에이전트 아래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8.

사용을 클릭합니다.

9.

데이터 사용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취소
대상 Core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드 드라이브를 생성했지만 나중에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시드 드라이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드 드라이브를 취소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대기 중인 시드 드라이브에 대한 링크는 소스 Core의 보내는 복제 창
에 남아 있습니다.
시드 드라이브에서 정보를 전송한 후에만 대상 Core가 아닌 원래 보호된 시스템에 있는 분리된 복구 지점을 사용하
여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시드 드라이브를 취소하면 시드 드라이브 파일에 정의된 원래 복구 지점은 다음 복제 작업 중에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 Core로 전송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 복구 지점을 전송하는 경우 복구 지점이
많으면 특히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시드 드라이브를 취소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Core Console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취소하면 해당 저장 위치의 시드 드라이브 파일에는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2.

복제 페이지의 보내는 복제 창에서 시드 드라이브 번호를 클릭합니다.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Outgoing Replication(보내는 복제) 창에는 대기 중인 시드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섹션이 나타납
니다.
3.

선택적으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축소 가능한 메뉴를 확장합니다.

시드 드라이브에 포함된 복구 지점의 날짜 범위와 대상 Core를 포함하여 대기 중인 시드 드라이브에 대한 정
보가 나타납니다.
4.

취소하고 싶은 시드 드라이브 파일은

5.

확인 창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취소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취소를 선택합니다.

시드 드라이브가 제거됩니다.
소스 Core에 시드 드라이브가 더 없으면 Outgoing Replication(보내는 복제) 창에서 시드 드라이브 번호와 대
기 중인 시드 드라이브 섹션이 제거됩니다.

복제 설정 관리
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복제를 전체, Core 및 보호된 시스템 수준에서 모니터링, 예약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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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복제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복제 작업 일정을 설정하려면 복제 일정 설정을(를) 참조하십시오.

•

이미 복제를 위해 페어링한 보호된 시스템의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시드 드라이브 만들기

•

복제 작업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수신 및 발신 복제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복제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일시 중지된 복제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

수신 또는 발신 보호된 시스템 복제를 수행하려면 복제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대상 Core 및 복제 절차에 대한 설정을 관리하려면 발신 복제 설정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

개별 대상 Core에 대한 설정을 관리하려면 대상 Core 설정 변경을(를) 참조하십시오.

•

대상 Core로 복제되는 개별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관리하려면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 설정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 일정 설정
복제 일정을 설정하여 기본 동작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ore는 모든 백업 스냅숏, 체크섬 검사, 연결 기능 검
사 및 야간 작업 완료 후 즉시 복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복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복제된 컴퓨터에 대한 복제 일정을 설정합니다.
1.

대상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발신 복제 창에서 복제 일정을 설정하려는 Core에서
[CoreName]의 복제 일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 일정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항상. 모든 새 스냅숏, 체크섬 검사, 연결성 검사 및 야간 작업 완료 후 복제합니다.

•

매일(지정된 기간 동안만 복제 시작). 제공된 시간 범위 내에서만 복제를 시작합니다.
1.

시작 텍스트 상자에 복제 시작 시간을 입력합니다.

2.

종료 텍스트 상자에 복제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NOTE: 예약 시간이 종료될 때 복제가 진행 중이면 할당된 기간 후에 복제 작업이 완료됩
니다.
사용자 지정. 제공된 시간 범위에서만 복제를 시작하여 평일에는 하나의 시간 범위, 주말에는 다른 시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4.

1.

평일 옆의 시작 텍스트 상자에 평일의 복제 시작 시간을 입력한 후 종료 텍스트 상자에 평일의 복제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2.

주말 옆의 시작 텍스트 상자에 주말의 복제 시작 시간을 입력한 후 종료 텍스트 상자에 주말의 복제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일정이 선택한 대상 Core의 모든 복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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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시드 드라이브 만들기
복제를 구성할 때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된 시스템 드롭다운 메뉴의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시
드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복제 페이지의 발신 복제 창에서
장합니다.

을 클릭하여 시드 드라이브를 생성하려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Core를 확

지정된 Core에 있는 각 보호된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선택 내용이 확장됩니다.
3.

표의 첫 번째 행을 클릭하여 시드 드라이브를 생성할 각각의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4.

보내는 복제 창에 있는 메뉴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복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5.

6.

마법사의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서 위치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 대상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
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앞 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시드 드라이브 아카이브의 세부 정보를 입
력합니다.

표 104.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로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를 둘 위치 경로를 정의하는 데 사
용됩니다(예: d:\work\archive).

네트워크

출력 위치

출력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를 둘 위치 경로를 정의하는 데 사
용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
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
드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은 RapidRecovery-Archive-[작성된 날짜]-[작성된 시간]입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시드 드라이브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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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시드 드라이브 옵션
항목

설명

최대 크기

대형 데이터 아카이브를 여러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
여 시드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 예약할 공간의 최대 크기를 선택합니다.

휴지통 작업

•

전체 대상을 선택하여 시드 드라이브 위치 페이지에 제공된 경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가 D:\work\archive인 경우 D: 드라이브의
모든 사용 가능한 공간이 예약됩니다.

•

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양을 입력한 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하
여 예약할 최대 공간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경로에 이미 시드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재사용 안 함. 위치의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위치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시드 드라이브 쓰기가 실패합니다.

•

이 Core 바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 시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
한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

완전히 지우기. 시드 드라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시드 데이터를 지웁
니다.

설명

시드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시드 드라이브
에 모든 Agent
추가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소스 Core의 모든 보호된 시스템을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복구 지점 체인
구축(분리된 항
목 수정)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시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기
본적으로 선택됩니다.

9.

NOTE: Rapid Recovery 5.4.x의 일반적인 시딩은 최신 복구 지점만 시드 드라이브
에 복제하고, 이에 따라 시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줄어듭니
다. 시드 드라이브에 복구 지점 체인을 구축하려면 지정한 보호된 시스템의 최신 복
구 지점을 저장하기 위한 시드 드라이브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 확인란을 선택 해제한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시드 드라이브에 모든 Agent 추가를 선택한 경우 10단계로 이동합니다.

10. 마법사의 보호된 시스템 페이지에서 시드 드라이브를 생성할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11. 마침을 클릭합니다.

복제 모니터링
복제가 설정된 경우 소스 및 대상 Core에 대한 복제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정보를 새로 고치
고 복제 세부 정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복제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복제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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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복제 작업
섹션

설명

사용 가능한 작업

시드 드라이브 수

복제 정의 시 시드 드라이브의 사용을 지
정한 후 이를 중단 또는 사용할 때까지 시
드 드라이브 수 링크가 소스 Core의 발신
복제 창에 나타납니다. 표시되는 번호는
보류 중인 시드 드라이브 수를 나타냅니
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중단을 클릭하여 시드
프로세스를 중단하거나 취소합니다.

NOTE: 이 링크는 시드 드라이브가
보류 중이 아닌 경우 나타나지 않습
니다.
작성되었지만 아직 대상 Core에서 사용되
지 않은 시드 드라이브를 나열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대상 Core와
시드 드라이브에 포함된 복구 지점의 날짜
범위를 포함해 남아 있는 시드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축소 가능 메뉴를
확장합니다.
발신 복제

소스 Core가 복제되는 모든 대상 Core를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상태 표시기, 대상
Core 이름, 복제하려는 시스템 수 및 복제
전송 진행 상황 등이 있습니다.

소스 Core의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에
서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정보 - ID, URL, 표시 이름, 상
태, 고객 ID, 이메일 주소 및 복제된
Core에 대한 주석을 나열합니다.

•

설정 변경. 표시 이름을 나열하며 대
상 Core의 호스트 및 포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이 대상 Core로의 복제에 대
한 사용자 지정 일정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시스템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
스트를 선택하고 복제를 위해 보호
된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 새로운 보
호된 시스템의 초기 전송을 위한 시
드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
우에 따라 이미 복제에 추가된 시스
템의 복구 지점을 포함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소스와 대상 Core 간의 복제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Core로의 모든 복제가 중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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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설명

사용 가능한 작업

수신 복제

대상이 복제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든 원 대상 Core의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에
본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여기에는 원격
서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re 이름, 상태, 시스템 및 진행 상황이
•
세부 정보. 복제된 Core의 ID, 호스
포함됩니다.
트 이름, 고객 ID, 이메일 주소 및 주
대상이 복제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든 소
석을 나열합니다.
스 Core를 나열합니다. 나열된 소스 Core
•
사용. 시드 드라이브의 초기 데이터
에 대한 표시 이름은 복제 정의 시 복제 마
를 사용하고 로컬 리포지토리에 저
법사에서 값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는 상
장합니다.
태 표시기, 원격 Core 이름 및 복제 전송
진행 상황 등이 있습니다.
•
삭제. 대상과 소스 Core 간의 복제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Core에서 모든 복제가 중단
됩니다.

보류 중인 복제 요청 이 정보는 관리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적용 드롭다운 메뉴에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
됩니다. 고객이 수신 복제 창에서 요청 링 절하려면 무시를 클릭하고 보류 중 요청을
크를 클릭하면 요청에 대한 고객 ID, 이메 검토하려면 검토를 클릭합니다.
일 주소 및 호스트 이름이 나열된 요약 표
섹션이 나타납니다.

복제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소스(발신) Core 또는 대상(수신) Core에 대한 복제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일시 중지하는 옵션은 복제가 활성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다시 시작하는 옵션은 복제가
일시 중지된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의 단계를 수행하여 복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복제된 모든 시스템에 대한 복제를 일시 중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요약 표 맨 위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여 원본 또는 대상 Core를 선택합니다.

b.

요약 표 앞에 나오는 메뉴에서 일시 중지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Core에 있는 모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복제가 일시 중지됩니다.
3.

특정 시스템에 대한 복제만 일시 중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ore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복제 중인 선택한 Core의 각 보호된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보기를 확장합니다.
b.

복제를 일시 중지할 각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열을 클릭합니다. 일시 중지하지 않으려는 시
스템의 확인란을 지우려면 선택한 열을 다시 클릭합니다.

c.

요약 표 앞에 나오는 메뉴에서 일시 중지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복제가 일시 중지됩니다.
4.

복제된 모든 시스템에 대한 복제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요약 표 맨 위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여 원본 또는 대상 Core를 선택합니다.

b.

요약 표 맨 위에 있는 메뉴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Core에 있는 모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복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5.

특정 시스템에 대한 복제만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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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e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복제 중인 선택한 Core의 각 보호된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보기를 확장합니다.
b.

복제를 다시 시작할 각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열을 클릭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는 시
스템의 확인란을 지우려면 선택한 열을 다시 클릭합니다.

c.

요약 표 맨 위에 있는 메뉴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복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복제 수행
소스 Core에서 백업 또는 연결성 검사와 같은 특정 이벤트 이후에 복제 작업이 대기열에서 지연되는 일 없이 언제
든지 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스 Core 또는 대상 Core에서 복제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소스 Core에서 복제를 수행하려면 발신 복제 창에서 Core를 선택하고 요약 표 상단의 메뉴에서
행을 클릭합니다.

수

•

대상 Core에서 복제를 수행하려면 수신 복제 창에서 Core를 선택하고 요약 표 상단의 메뉴에서
행을 클릭합니다.

수

복제 수행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선택적으로, 복구 지점의 모든 분리된 체인을 복원하려면 분리된 복구 지점 체인 복원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위해 복제 수행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복제가 수행됩니다.

발신 복제 설정 관리
이 설정을 변경하면 이 소스 Core와 연결된 모든 대상 Core로의 데이터 전송에 영향을 줍니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설정)을 클릭합니다.
발신 복제 창의 요약 표 상단에서
복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복제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복제 설정을 편집합니다.

표 107. 복제 설정
옵션

설명

캐시 수명(초)

소스 Core에서 실행되는 대상 Core 상태 요청의 시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볼륨 이미지 세션 제한 시 소스 Core가 대상 Core로의 볼륨 이미지 전송을 시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간(분)
지정합니다.
최대 병렬 스트림

보호된 시스템 하나에서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의 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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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최대 전송 속도(MB/s)

복제된 데이터의 전송 속도 제한을 지정합니다.

Maximum transfer data
size (GB)(최대 전송 데이
터 크기(GB))

복제된 데이터의 블록 전송에 필요한 최대 크기(GB)를 지정합니다.

기본값 복원

모든 복제 설정을 시스템 기본값으로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OTE: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 설정을 기록해 둡니다. 이
작업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4.

선택 사항에 만족하면 저장을 클릭하여 복제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대상 Core 설정 변경
소스 Core에서 개별 대상 Core에 대한 호스트 및 포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발신 복제 창의 요약 표에는 이 소스 Core에서 복구 지점을 복제하도록 구성된 각 대상 Core에 대한 행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2.

수정하려는 대상 Core에 대한

3.

다음 표에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편집합니다.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설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표 108. 대상 Core 설정
옵션

설명

호스트

대상 Core의 호스트를 입력합니다.

포트

소스 Core와의 통신에 사용할 대상 Core의 포트를 입력합니다.
NOTE: 기본 포트는 8006입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 설정
복제 우선 순위에서는 Core에 첫 번째로 전송되는 복제 작업이 결정됩니다. 우선 순위는 1부터 10까지 서수로 설정
되는데 우선 순위 1은 첫 번째 우선 순위, 우선 순위 10은 마지막 우선 순위를 나타냅니다. 시스템에 대한 복제를 처
음 설정할 때는 우선 순위가 5로 설정됩니다. 원본 Core의 보호된 시스템 수준에서 우선 순위를 보고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때로는 일부 복제 작업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의 변경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복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복제가 진행되는 시간이 제한되도록 일정을
설정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큽니다. 복제 일정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일정 설정을(를) 참
조하십시오.
중요한 시스템에서 복제가 먼저 진행되게 하려면 중요 서버의 우선 순위를 낮은 번호(1부터 5 사이)로 지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시스템은 우선 순위를 높은 번호(6부터 10 사이)로 지정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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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를 4로 설정하면 기본 복제 우선 순위가 5인 시스템에 앞서 복제 작업이 시작됩니
다. 우선 순위가 3인 시스템의 복제 작업을 4에 앞서 큐에 넣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순위 번호가 낮을수록 복제
작업이 일찍 전송됩니다. 우선 순위 1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복제 우선 순위가 1인 시스
템이 복제 큐의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발신 복제 창에서 소스 Core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뷰가 확장되어 지정된 대상 Core로 복제되고 있는 이 원본 Core에서 보호된 시스템이 각각 표시됩니다.
3.

우선 순위를 지정할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다.

4.

우선 순위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1(최고)부터 10(최저)까지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
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시스템의 복제 우선 순위가 업데이트됩니다.

소스 Core의 발신 복제 제거
소스 Core의 복제 작업에서 하나 이상의 보호된 컴퓨터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소스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발신 복제 창의 요약 표에는 이 소스 Core에서 복구 지점을 복제하도록 구성된 각 대상 Core에 대한 행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대상 Core 오른쪽에서

3.

다음과 같이 발신 복제에서 제거하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뷰가 확장되어 지정된 대상 Core로 복제되고 있는 이 원본 Core에서 보호된 컴퓨터가 각각 표시됩니다.
•

이 소스 Core와 대상 Core의 기존 복제 관계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대상 Core에 대한
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

이 지정된 대상 Core의 하위 컴퓨터 집합에 대한 발신 복제를 제거하려면 보기를 확장하여 현재 복제되
는 모든 컴퓨터를 표시하고 제거하려는 각 복제된 컴퓨터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계속 복제하려는 컴
퓨터의 확인란은 선택을 취소합니다. 그런 다음 요약 표 위의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드롭

복제 관계를 제거할 것인지를 묻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이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대상 Core에서 들어오는 복제 제거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대상 Core의 복제에서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을 제거합니다.
NOTE: 소스 Core의 복제 페이지에서는 보내는 복제 창에서 보호된 시스템의 복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항목: 소스 Core의 발신 복제 제거
1.

대상 Core에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열고 아이콘 표시줄에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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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Incoming Replication(들어오는 복제) 창의 요약 표는 이 대상 Core가 복제하는
보호된 시스템과 함께 각 소스 Core에 대한 행을 포함합니다.
2.

복제된 시스템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제거합니다.
•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로 복제된 모든 시스템을 삭제하려면 들어오는 복제 창에서 해당 Core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동일한 소스 Core에서 더 적은 시스템의 하위 집합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소스 Core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에서 복제된 각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보기를 확장합니다.
b.

제거할 각 복제된 시스템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선택한 소스 Core의 상위 행에서

복제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4.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복제 제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대상 Core에 복제된 복구 지점을 그대로 두려는 경우 기존 복구 지점 삭제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

소스 Core는 물론, 해당 시스템에서 수신한 모든 복제된 복구 지점도 복제에서 삭제하려면 기존 복구
지점 삭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WARNING: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 Core에 복제되는 모든 복구 지점을 삭제합니다.
소스 Core에서 보호하는 선택된 시스템은 이 대상 Core의 복제에서 제거됩니다. 필요한 경우 복구 지점을 삭
제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이 Core의 리포지토리에서도 제거됩니다.

복제된 데이터 복구
일상적인 복제 기능은 소스 Core에서 유지되지만, 대상 Core에서만 재난 복구에 필요한 기능을 완료할 수 있습니
다.
재난 복구를 위해 대상 Core에서 복제된 복구 지점을 사용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Core에
서 다음 복구 옵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복구 지점 마운트.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마운트을(를) 참조하십시오.

•

복구 지점으로 롤백.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 또는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
스템의 볼륨 복원을(를) 참조하십시오.

•

가상 컴퓨터(VM) 내보내기 수행.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운영 체제 미설치 복원(BMR) 수행.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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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Rapid Recovery Core에는 이벤트의 사전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사용하여 관리자에게 Core
에 대한 위험 문제 또는 백업, 가상 내보내기, 복제 등과 관련된 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되는 이벤트를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메일 알림 설
정을 포함하여 이벤트 알림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알림을 구성하여 이벤트 로그
를 보관하는 시간을 변경하고 반복되는 이벤트 알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
트 보기
Core Console에서 Core에 대한 이벤트를 볼 수 있으며, 특정 보호된 시스템 또는 복제된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도
볼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의 이벤트 페이지는Rapid Recovery Core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표시합니다. Core에
대한 이벤트에 액세스하여 내용을 보려면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특정 보호된 시스템 또는 복제된 시스템의 이벤트 페이지는 이 특정 시스템과 관련한 이벤트 로그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시스템의 이벤트에 액세스하여 내용을 보려면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시스템 이름을 클릭하고 이 시스템
의 요약 페이지에서 이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Core 또는 지정된 시스템의 이벤트 페이지를 세 가지 보기(작업, 경고, 저널)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범주에 표
시되는 모든 항목은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보기는 다양한 이벤트 하위 집합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기는 작업을 표시합니다.
•

작업은 작업에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작업은Rapid Recovery Core에서 수행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각
작업에는 현재 상태, 시작과 종료 시간 및 날짜가 있습니다. 일부 작업은 수동으로 시작하거나 사용자가 예약
합니다. 스냅숏 작성, 백업 예약 또는 복구 지점에서 복원 수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 실행 또
는 기본 보존 정책을 사용한 롤업 등의 다른 작업은 자동 기능입니다.

•

경고는 오류, 경고 또는 주요 정보 메시지 등 우선 순위 이벤트입니다. 특정 이벤트의 알림을 요청하는 경우
경고 하위 집합에 이러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

저널에는 Core 또는 선택한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전체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작업, 우선
순위가 높은 이벤트 및 우선 순위가 낮은 이벤트를 더욱 종합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범주에는 수동 및 작업
이 아닌 이벤트(예: Core 시작 성공 또는 라이센스 포털의 상태 보고)가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의 작업, 경고, 저널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작업 보기

•

경고 보기

•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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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보기
작업은 정기적으로 예약된 백업의 데이터 전송 또는 복구 지점에서 복원 수행 등 Rapid Recovery Core에서 수행해
야 하는 작업입니다.
NOTE: 작업이 실행 중이면 Core Console 상단의 실행 중인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 나열됩니다. 실행 중인
작업을 클릭하면 활성 작업 모니터링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상의 실행 중인 작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ore에 대한 이후 작업의 예약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OS 업그레이드 또는 서버 유지 관리 등
의 작업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작업을 보거나 특정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작업을 보려면 아이콘 표시줄에서
Core에 대한 모든 작업을 표시합니다.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기본 보기는

특정 보호된 컴퓨터에서 작업을 보려는 경우 특정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이벤트 메뉴를 클릭
합니다. 기본 보기는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모든 작업을 표시합니다.
2.

(선택 사항) 키워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또는 해당 조합으로 작업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
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a.

키워드로 필터링하려면 검색 키워드 텍스트 상자에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롤업", "아카이브", "내보내기" 또는 "전송" 등의 키워드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b.

시작 날짜와 시간으로 필터링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
다.

▪

시작 시간 텍스트 상자에 MM/DD/YYYY HH:MM AM/PM 형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예
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오전 08:00부터 검색하려면 1/1/2016 8:00 AM을 입력합니다.

▪
▪
c.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려면
텍스트 상자에서
시작 시간
를 클릭합니다.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달력

위젯을 클릭한 다음 현재 날짜

위젯을 클릭하고 날짜를 선택한 다음
시계 위젯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사용하여 원하는
달력
시간을 선택합니다. 달력이 아닌 다른 위치를 클릭하여 선택한 변경 내용을 승인합니다.
나타나는 작업 목록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으로 종료 날짜와 시간을 정의할 수도 있
습니다.

작업 목록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즉시 필터링됩니다.
3.

(선택 사항) 다음과 같이 목록에 나타나는 작업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활성 작업만 보려면 활성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큐에서 수행 대기 중인 작업만 보려면 큐 작업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수행 대기 중인 작업만 보려면 대기 중인 작업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완료된 작업만 보려면 완료된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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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실패한 작업만 보려면 실패한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Core에 대한 서비스 이벤
트를 포함하여 모든 이벤트를 보려면 서비스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4.

작업 목록을 내보내려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한 다음
자에서, 내보내기를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그 결과 생성되는 대화 상
내보내기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표 109. 내보내기 형식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출력 형식입니다.

형식

설명

PDF

휴대용 문서 형식(기본 내보내기 형식)

HTML

웹 페이지 형식

CSV

Comma-separated values

XLS

Microsoft Excel 1997 - 2003 통합 문서

XLSX

Excel Workbook

사용자가 선택한 유형의 파일이 Core 서버의 기본 위치에 다운로드됩니다.
5.

작업에 대해

관련 태스크

의 작업 세부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업 세부 정보가 있는 새 창을 시작합니다.

See also: 작업 보기
See also: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See also: 경고 보기
See also: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See also: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See also: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이 절차를 완료하려면 Rapid Recovery Core에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Rapid Recovery는 Console의 모든 페이지에서 Core에서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단추 모음의 오른쪽에 실행 중인 작업 큐가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가 낮거나 브라우저 창이 완전히 확장되지 않은
경우 대기열이
아이콘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작업이 실행 중인 경우 큐 옆에 현재 Core에서 실
행 중인 작업 개수가 숫자로 표시되며 아이콘이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입니다. 큐를 클릭하여 실행 중인 작업의 드롭
다운 목록을 표시하면 다음 절차에 설명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Core Console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 실행 중인 작업을 클릭하거나 실행 중인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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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인 작업의 유형과 진행률을 보여주는 작은 상자가 나타나며 하나 이상의 작업을 취소하거나 세부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2.

3.

하나 이상의 실행 중인 작업을 취소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단일 작업을 취소하려면 작업 설명 옆의 X를 클릭합니다.

•

실행 중인 작업을 모두 취소하려면 모두 취소를 클릭합니다.

실행 중인 작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작업 설명을 클릭합니다.
활성 작업 모니터링 창이 열리며 진행률 및 시작 시간 등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작업 보기
See also: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See also: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Core 스케줄러를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3단계에 설명된 대로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Core는 예약에 따라 작업을 추적합니다. 백업, 복제 및 아카이브 전송을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작업을 수행할 시간이 되면 작업이 대기열에 들어가고 우선 순위
에 따라 작업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수행됩니다. 이 기능을 Core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이제 Core에 스케줄러를 일시 중지하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되면, Core에서 자동으로 실행되
도록 예약된 이후의 작업은 일시적으로 대기열에 보관되고 새 작업이 예약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Core 서버에
서 OS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일시 중지되면, 작업이 대기열에
누적되지만 Core 스케줄러 기능이 명시적으로 다시 시작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Core 스케줄러가
일시 중지되었음을 나타내는 배너가 Core Console에 표시됩니다.
NOTE: 이 기능은 곧 예약되는 작업이 실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작업을 일시 중지하지 않고 이미 대기
열에 있는 작업을 보거나 취소하려면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Core 스케줄러 기능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작업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Core 스케줄러 기능을 일시 중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b.

를 클릭합니다.
스케줄러 일시 중지
대화 상자에서 실행 중인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이후 작업을 일시 중지하려면 활성 작업 선택 취소
및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c.

이후 작업만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를 클릭합니다.

작업이 일시 중지되고 예약된 작업이 모두 일시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Core Console의 모든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4.

일시 중지된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페이지에서
을 클릭합니다.
작업
스케줄러 다시 시작
NOTE: 스케줄러가 일시 중지된 경우 Core Console 상단에 있는 배너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할 수도 있
습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See also: 작업 보기
See also: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See also: 경고 보기
See also: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See also: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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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보기
경고는 이벤트의 우선 순위 알림입니다. 특별히 알림을 요청한 이벤트는 오류, 경고 또는 중요 정보 메시지와 함께
경고 목록에 표시됩니다.
Rapid Recovery Core은(는) 경고로 우선 순위가 지정된 기본 이벤트 집합과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알림 그룹을 편
집하거나 새 알림 그룹을 설정하여 경고로 표시되는 이벤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 페이지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벤트 뿐만 아니라 알림 옵션을 변경하여 알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고로 표시되는 이벤트 변경
또는 알림 옵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의 이벤트 알림 이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경고를 보거나 특정 컴퓨터와 관련된 경고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경고를 보려면 아이콘 표시줄에서
목 오른쪽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경고를 선택합니다.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작업 페이지 제

특정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경고를 보려면 지정된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벤트 메뉴를 클릭하
고 경고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목록을 필터링하여 Core 또는 선택한 컴퓨터의 중요한 경고만 표시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경고 메시지 설명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중요한 경고 목록을 필터링하려
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경고 범주(오류, 정보 메시지 또는 경고)로 필터링하려면
조건 또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경고 범주 필터 옵션에는
는 이 3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상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상태
오류,

정보 메시지 및

경고 또

b.

시작 날짜와 시간으로 필터링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
다.

▪

시작 시간 텍스트 상자에 MM/DD/YYYY HH:MM AM/PM 형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예
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오전 08:00부터 검색하려면 1/1/2016 8:00 AM을 입력합니다.

▪
▪
c.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려면
텍스트 상자에서
시작 시간
를 클릭합니다.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달력

위젯을 클릭한 다음 현재 날짜

위젯을 클릭하고 날짜를 선택한 다음
시계 위젯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사용하여 원하는
달력
시간을 선택합니다. 달력이 아닌 다른 위치를 클릭하여 선택한 변경 내용을 승인합니다.
경고 메시지 설명으로 필터링하려면 메시지 검색 텍스트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와 관련된 경고만 보려면 "에이전트"를 입력하고, 전송과
관련된 경고를 보려면 "전송"을 입력합니다.
d.

나타나는 경고 목록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으로 종료 날짜와 시간을 정의할 수도 있
습니다.

선택한 기준에 따라 경고 목록을 즉시 필터링합니다.
3.

(선택 사항) 모든 경고를 제거하려면 모두 해제를 클릭합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알림 그룹 구성
See also: 작업 보기
See also: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See also: 경고 보기
See also: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See also: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See also: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관련 참조

See also: Rapid Recovery의 이벤트 알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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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저널에는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더욱 종합적으로 작업 및 작업이 아닌 관련 이벤트
가 모두 포함됩니다. 목록에는 요청한 알림에 대한 특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또한 저널에는 Core, 라이센스 포털 등
의 수동 이벤트 및 상태 이벤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NOTE: 반복 감소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구성한 경우 일부 반복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반복 감소 정보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모든 이벤트 저널을 보거나 특정 컴퓨터의 모든 이벤트 저널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이벤트 저널을 보려면 아이콘 표시줄에서
다. 작업 페이지 제목 오른쪽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저널을 선택합니다.

(이벤트)를 클릭합니

특정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모든 이벤트의 저널을 보려면 지정된 컴퓨터의 요약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벤트
메뉴를 클릭하고 저널을 클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경고 메시지 설명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모든 이벤트 목록을 필터링하려
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이벤트 범주(오류, 정보 메시지 또는 경고)로 필터링하려면

상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상태 조건 또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범주 필터 옵션에는
경고 또는 이 3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오류,

정보 메시지 및

b.

시작 날짜와 시간으로 필터링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
다.

▪

시작 시간 텍스트 상자에 MM/DD/YYYY HH:MM AM/PM 형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예
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오전 08:00부터 검색하려면 1/1/2016 8:00 AM을 입력합니다.

▪
▪
c.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려면
텍스트 상자에서
시작 시간
를 클릭합니다.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달력

위젯을 클릭한 다음 현재 날짜

위젯을 클릭하고 날짜를 선택한 다음
시계 위젯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사용하여 원하는
달력
시간을 선택합니다. 달력이 아닌 다른 위치를 클릭하여 선택한 변경 내용을 승인합니다.
경고 메시지 설명으로 필터링하려면 메시지 검색 텍스트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와 관련된 경고만 보려면 "에이전트"를 입력하고, 전송과 관
련된 경고를 보려면 "전송"을 입력합니다.
d.

나타나는 이벤트 목록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으로 종료 날짜와 시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에 따라 이벤트 목록을 즉시 필터링합니다.

관련 개념

See also: 반복 감소 정보

관련 태스크

See also: 작업 보기
See also: 예약된 작업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See also: 경고 보기
See also: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See also: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See also: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목차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235

작업, 경고, 이벤트 저널 간을 이동하기
Core가 기록하는 이벤트는 Core Consol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 가지 범주(작업, 경고,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
널)로 분류됩니다.
지정된 시스템의 Core에 대한 이벤트를 보는 것과 관계없이 이벤트의 기본 보기는 작업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제목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이벤트의 다른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보고 작업, 중요한 경고, 모든 이벤트의 저널 간을 이동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Core에 속하는 이벤트는 아이콘 표시줄에서

(이벤트)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호되거나 복제된 시스템으로 이동한 다음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이벤트를 선택하면 지정된 시스템의 이벤
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스템의 Core에 대한 이벤트를 보는 것과 관계없이 이벤트의 기본 보기는 작업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제목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이벤트의 다른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모든 작업을 보려면 아이콘 표시줄에서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기본 보기는 Core에 대한 모든 작업을 표시합니다. 3단계로 이동합니다.
2.

특정 보호된 시스템에서 작업을 보려는 경우 특정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이벤트 메뉴를 클릭
합니다.
기본 보기는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작업을 표시합니다. 3단계로 이동합니다.

3.

작업 창 왼쪽 위에서

4.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작업 제목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옵션

설명

작업

작업은 정기적으로 예약된 백업의 데이터 전송 또는
복구 지점에서 복원 수행 등 Rapid Recovery Core에
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경고

경고는 오류, 경고 또는 주요 정보 메시지 등의 작업
또는 이벤트와 관련된 우선 순위 알림입니다.

저널

저널에는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전체 목록이 표시됩
니다. 이 목록은 경고에 포함된 집합보다 더욱 종합적
입니다.

선택한 이벤트 보기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경고를 선택한 경우 경고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다른 보기를 보려면 작업, 경고, 저널 창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로 돌아와서 원하는 보기 옵션을 선택
합니다.
이벤트 목록이 필터링되어 현재 보기의 관련 이벤트 집합만 표시됩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작업 보기
See also: 경고 보기
See also: 기록된 모든 이벤트의 저널 보기
See also: 모든 Core Console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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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의 이벤트 알림 이해
Rapid Recovery Core는 다수의 이벤트를 추적하고 진단 및 운영 목적으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특정 이벤트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알림 방법과 시스템이 해당 이벤트의 레코
드를 유지할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감소 기능을 사용하여 같은 이벤트에 대해 알리는 빈도를 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Core에 추적된 작업 및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저장됩니다. 추적한 이벤트의 보존 기간을 변경하려면 다
음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보존 구성
다른 방법을 통해 이벤트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 지원되는 알림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110. 지원되는 이벤트 알림 방법
옵션 유형

설명

기본 설정

전자 메일

이메일 알림 템플릿을 기준으로 Core의 SMTP 구성 설정을 사용하여 지정된
유저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

해제

Windows 이
벤트 로그

Windows 이벤트 로그 API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Windows
켜짐
Event Viewer 또는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로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

syslogd

syslog 메시지 프로토콜도 지원하는 Linux 로깅 서버에서 읽기 위한 목적으로 해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알림 메시지

이 알림 방법을 선택한 경우 메시지가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오른
쪽 하단에 팝업으로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켜짐

SNMP 트랩

Rapid Recovery Core를 SNMP 에이전트로 구성하고 이 알림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벤트가 알림 옵션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트랩 번호를 사용하여 로깅
서버에 전송됩니다.

켜짐

알림 그룹을 사용하면 알림을 받으려는 이벤트 유형을 지정하고 알림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에는 알림 그룹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그룹과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설정을 사용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추가적인 알림 그룹을 추가하거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그룹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메
일 알림을 사용하는 다른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의 이벤트 유형(예: Microsoft Exchange)에 대해 사용자 지정 알림 그룹을 설정하고 모든 관련 알
림을 Exchange 관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알림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알림을 전송하려면 이메일 서버를 설정하고 이메일로
알림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알림 그룹을 편집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서 알림이 전송될 이메일 주소
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서버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change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의 릴레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 테스트가 성공하더라
도 이메일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Server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ore는 이메일 알림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템플릿에는 제목줄 및 메시지 본문에 대한 특정 콘텐츠가 있습니다. 기
본 이메일 알림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템플릿은 Core 및 서버 호스트, 이벤트 날짜 및 시간, 이벤트 특성 및 관련이
있는 경우 오류 세부 정보를 식별합니다. (선택 사항) 기본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되돌려 기본값을 복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알림 템플릿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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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감소 기능을 사용하여 Core Console에서 기록되고 표시되는 동일한 유형과 범위의 이벤트 수를 줄일 수 있습
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벤트 로그에서 한 번 발생하는 이벤트의 시
간 범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복 감소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개념

See also: 반복 감소 정보

관련 태스크

See also: 알림 그룹 구성
See also: 이벤트 보존 구성

관련 참조

See also: 이메일 알림 이해

알림 그룹 구성
NOTE: 이 절차에 설명된 대로 알림을 이메일 메시지로 보내려면 먼저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메일 서버 구성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서버 구성에서
확인하십시오.
알림 그룹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특정 이벤트 집합과 알림이 발생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경고를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

Windows 이벤트 로그에서

•

syslogd 사용

•

Toast 경고 사용

•

경고 사용

•

SNMP 트랩 사용

Rapid Recovery Core Rapid Recovery Core는 Core에 대한 기본 알림 그룹과 함께 제공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그룹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한 개 이상의 알림 그룹을 다양한 알림 매개변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그룹은 Core 수준에서 또는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에 대한 알림 그룹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Core 수준에서 알림을 설정하려면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알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단계로 건너뜁니다.
2.

을 선택합니다.

알림

보호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 알림을 설정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알림을 지정하려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b.

보호되는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에 있는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알림 그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알림을 선택합니다.

새 알림 그룹을 추가하려는 경우 그룹 추가를 클릭합니다. 5단계로 건너뜁니다.
일반 설명 영역과 두 개의 탭이 있는 알림 그룹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기본 알림 그룹 또는 기존 알림 그룹을 편집하려는 경우 알림 그룹 창에서 적절한 알림 그룹에 대해
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일반 설명 영역에 알림 그룹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일반 설명 영역과 두 개의 탭이 있는 알림 그룹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목차
알림 그룹 구성

238

옵션

설명

이름

이벤트 알림 그룹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
는 필수입니다.
CAUTION: 알림 그룹 이름에 입력하는 값은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명
6.

이벤트 알림 그룹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는 설명을 입
력합니다. 이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경고 활성화 탭에서 경고를 발생시키는 일련의 시스템 이벤트를 구성합니다. Core Console에서 이벤트를 보
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 이벤트가 경고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다음 표에 설명된 이벤트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옵션

설명

모든 경고

모든 이벤트에 대한 경고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선택
합니다.

오류

오류에 대한 경고를 생성하려면 유형 선택 메뉴에서
오류를 클릭합니다. 이 오류는 빨간색 X로 표시됩니
다.
오류에 대한 경고를 생성하려면 유형 선택 메뉴에서
경고를 클릭합니다. 이 경고는 노란색 느낌표 아이콘

경고

으로 표시됩니다.
정보 메시지에 대한 경고를 생성하려면 유형 선택 메
뉴에서 정보를 클릭합니다. 이 정보는 파란색 i로 표

정보

시됩니다.
기본값 복원

또는 기본 Core 알림 그룹에서 경고로 표시되는 일련
의 이벤트를 기본값으로 복원하려면 유형 선택 메뉴
에서 기본값 복원을 클릭합니다.
NOTE: 이 옵션은 기본 Core 알림 그룹을 편
집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Core
알림 그룹 또는 특정 보호된 시스템의 알림 구
성에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특정 이벤트 유형(오류, 경고 또는 정보 메시지)에 대한 경고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모든 경고 옵션에 경고 그룹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모든 경고 레이블 앞의 닫는 꺾쇠 괄호 > 기호를
클릭합니다. 기호가 아래 방향 화살표로 바뀌고 보기가 확장되어 그룹이 표시됩니다.

b.

그런 다음 특정 경고 그룹 옆의 닫는 꺾쇠 괄호 > 기호를 클릭하여 관련된 이벤트를 그룹에 표시합
니다.

•

전체 그룹에서 모든 이벤트에 대한 경고를 정의하려면 모든 경고.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경고 그룹의 모든 이벤트에 대해 경고를 정의하려면 해당 그룹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경고 그룹에서 일부 경고 유형만 선택하려면 그룹을 확장한 뒤 기록, 보고 및 경고를 설정하려는 특정
이벤트만 선택합니다.

8.

알림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9.

알림 옵션 탭에서 알림 프로세스 처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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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전자 메일로 알림

이메일 알림의 수신자를 지정합니다. 여러 개의 이메
일 주소는 물론 참조, 숨은 참조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NOTE: Exchange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SMTP 릴레이가 서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 알림을 지정된 이메
일 주소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Server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Windows 이벤트 로그로 알림

Windows 이벤트 로그를 통해 알림을 보고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syslogd로 알림

syslogd를 통해 알림을 보고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다음 텍스트 상자에 syslogd에 대한 세부 정보
를 지정합니다.
•

호스트:

•

포트:

Toast 경고로 알림

알림이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팝업 메시지로
나타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SNMP 트랩으로 알림

Rapid Recovery Core는 SNMP 에이전트로 작동하여
트랩(특정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SNMP 관리자에게
보냅니다. 결과에서는 경고, 리포지토리 상태 및 보호
된 시스템과 같은 Core 정보를 보고합니다. SNMP 트
랩으로 Core 이벤트를 알리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
다. 또한 SNMP 관리자가 사용하는 트랩 번호를 지정
해야 합니다.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그룹을 만든 후에는 정의된 알림 그룹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알림 그룹 내 다른 속성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이름을 사용하려면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작업 내용을 저장합니다.

•

그룹 이름을 변경하려면 아니요를 클릭하여 알림 그룹 만들기 창으로 돌아가 그룹 이름 및 다른 알림 그
룹 설정을 업데이트한 후 작업 내용을 저장합니다.

요약 표에 알림 그룹이 표시됩니다. 일련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다른 알림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 이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특정 이벤트를 알리도록Rapid Recovery Cor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생성하는 이벤트 및 알림 방법은 알림 그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NOTE: 이메일을 알림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알림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는 이메일 알림 템플릿을 사용하여 각 알림에 전송되는 정보를 결정합니다. 템플릿은 각 경고에 대
한 이메일 제목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시지 본문의 내용도 정의합니다. 템플릿은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사용
자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한 이후
에 언제라도 기본값 복원 옵션을 선택하여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메일 템플릿을 보거나
사용자 지정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알림 템플릿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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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옵션 중 하나로 이메일을 선택할 경우 먼저 이메일 SMTP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 Core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서버를 사용하여 알림 그룹의 매개 변수에 따라 경고를 보냅니다.
또한 이메일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 그룹 내에서 이메일로 알림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알림 옵션은 기본적
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알림 설정은 적어도 정의된 "받는 사람" 주소가 필요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원하는 경우 참조 및 숨은 참조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 서버 구성

•

이메일 알림 템플릿 구성

이메일 서버 구성
이메일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시스템에서 이메일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이메일로 알림 옵션 활성화를 포함하여 알림 그룹 설
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메일 경고를 받기 위해 이벤트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 SMTP 서버를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SMTP 서버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변경하려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SMTP 서버

이메일 알림 템플릿에서 사용할 이메일 서버의 이름
을 입력합니다. 이름 지정 규칙에는 호스트 이름, 도
메인 및 접미어가 포함됩니다(예: smtp.gmail.com).

보낸 사람

반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는 이메일 알
림 템플릿의 반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예: noreply@localhost.com).

사용자 이름

이메일 서버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이메일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이름
과 연관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포트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번호는 이메일 서버에 대
한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예: Gmail의 경
우 포트 587)
기본값은 25입니다.

시간 초과(초)

이메일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정
수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제한 시간이 발생하기
전의 시간(초)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값은 60초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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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TLS

메일 서버에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또는
SSL(Secure Sockets Layer)과 같은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5.

각 설정에서 변경 내용에 만족하면
않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려면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편집 모드를 종료하거나 저장하지

를 클릭합니다.

CAUTION: 각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6.

를 클릭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테스트
이메일이메일
보내기보내기 대화 상자에 테스트 메시지의 대상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보내기를 클릭
a. 테스트
합니다.
b.

테스트 메시지가 실패하면 오류 대화 상자와 테스트 이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닫고 이메일 서버
설정을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c.

테스트 메시지가 성공적이면 확인을 클릭하여 작업 성공을 확인합니다.

d.

테스트 이메일 메시지를 보낸 이메일 계정을 확인합니다.

이메일 알림 템플릿 구성
이메일로Rapid Recovery 이벤트 알림을 활성화할 때 기본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생성됩니다. Core에 대해 정의된
SMTP 이메일 서버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메일로Rapid Recovery 이벤트와 관련된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기본 이메일 알림 템플릿을 구성하고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
값 복원 옵션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기본 알림 템플릿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CAUTION: 템플릿 수정에 따른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템플릿 수정 작업의 경우 사용자가 테스트해
야 합니다. 기본 템플릿만 지원됩니다.
이메일 알림 템플릿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이메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메일 서버 및 알림 그룹 설정을 구성하고 이메일로 알림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메일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서버 구
성을(를)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경고를 받기 위해 이벤트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알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4.

알림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설정 창에서

을 클릭합니다.
변경
Edit Email Notification Configuration(이메일 알림 구성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메일 알림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템플릿이 활성화되고 표시됩니다. 기본 이메일 템플릿 값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5.

이메일 알림 구성 편집 대화 상자의 콘텐츠를 검토하고 기본 콘텐츠가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
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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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전자 메일 알림 사용

이 설정은 이메일 알림 템플릿을 활성화하거나 비활
성화합니다.

전자 메일 제목

•

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

이메일 알림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 텍스트 필드의 콘텐츠는 시스템 이벤트 알림으로
전송되는 이메일 메시지의 제목 줄을 제어합니다. 기
본 이메일 제목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hostName> <level>: <agentName># ##
<name>

전자 메일

이 텍스트 영역의 콘텐츠는 시스템 이벤트 알림으로
전송되는 이메일 메시지의 본문을 제어합니다. 기본
이메일 본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shortCompanyName> <hostName>#
<coreProductName>## <level> #### ####
### "<name>"
##/##: <localTimestamp>
<message>
<if(details.errorDetails)>
<details.ErrorDetails.Message>
<details.ErrorDetails.Details>
<endif>
--# #### ##: <description>
<coreAdminUrl>

테스트 전자 메일 보내기

이 단추를 클릭하면 테스트 이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
에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테스트 이메일 메시지를 보
냅니다.

기본값 복원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메일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한 변경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메일 제목 및 이메일
필드를 이 표에서 설명한 기본 콘텐츠로 복원합니다.

확인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메일 알림 구성 편집 대화 상자
의 설정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취소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메일 알림 구성 편집 대화 상자
의 변경 사항을 모두 취소합니다.

6.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이전 단계에서 설명한 텍스트 또는 변수를 변경합니다. 기본값에 사용
되는 변수는 다음 표에서 설명합니다.

옵션

설명

hostName

Core의 호스트 이름

details

특정 이벤트의 세부 정보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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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agentName

이벤트가 보호된 단일 시스템 범위에 있을 경우 이 이
벤트와 연결된 보호된 시스템의 이름.

repositoryName

이벤트가 리포지토리 범위에 있을 경우 이 이벤트와
연결된 리포지토리의 이름.

jobSummary

이벤트가 작업 범위에 있을 경우 이 이벤트와 연결된
작업의 요약.

remoteSlaveCoreName

이벤트가 대상 Core 범위에 있을 경우 이 이벤트와 연
결된 원격 대상 Core의 이름.

remoteMasterCoreName

이벤트가 소스 Core 범위에 있을 경우 이 이벤트와 연
결된 원격 소스 Core의 이름.

productName

제품의 이름(예: 'AppAssure Core' 또는 'Rapid
Recovery Core'). 이 제품 이름은 브랜딩을 위해 화이
트 레이블링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mpanyName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이름.

7.

이메일 제목 텍스트 상자에 이메일 템플릿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이메일 알림 템플릿의 제목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예: <hostname> - <level>: <name>.

8.

이메일 텍스트 상자에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벤트를 설명하는 템플릿의 본문과 심각도에 대한 정보
를 입력합니다.

9.

테스트 이메일 보내기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테스트 이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에 테스트 메시지의 대상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보내기를 클릭
합니다.

b.

테스트 메시지에 실패하면 오류 대화 상자 및 테스트 이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종료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현재 이메일 템플릿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 서버 구성 절차에 설명된 대로
이메일 서버 설정을 수정합니다.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설정을 저장한 후
이 절차로 돌아옵니다.

c.

테스트 메시지가 성공적이면 확인을 클릭하여 작업 성공을 확인합니다.

d.

테스트 이메일 메시지를 보낸 이메일 계정을 확인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면 이메일 알림 구성 편집 대화 상자로 돌아가 확인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고 설정 내용
을 저장합니다.

이벤트 설정 구성
이벤트에 따라 특정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 감소를 설정하여 반복되는 동일 이벤트의 알림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벤트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시간을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반복 감소 정보

•

이벤트 보존 구성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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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
See also: Rapid Recovery의 이벤트 알림 이해

반복 감소 정보
특정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가 알림을 수신하는 기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반복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하려는 환경 장애로 인해 알림이 생성되었어
도 동일한 오류 조건에서 이벤트 로그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에서 반복
을 줄이고 Core Console에서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반복된 알림 메시지 또는 이메일 알림을 수신하는 불편함을 줄
이기 위해 Rapid Recovery는 반복 감소 설정을 포함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었고 5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최소 1분, 최대 60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 감소를 사용할 수 없으면 동일한 유형 및 범위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
다. 이전에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 경과한 시간에 상관 없이 이벤트는 새로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 페이지의 경고 부
분에 표시됩니다.
반복 감소가 구성되었으면(예를 들어, 기본 시간 5분) 특정 이벤트가 처음 발생할 때 이벤트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되고 경고 로그에 표시됩니다. 이후 동일한 유형 및 범위의 이벤트가 설정된 시간 임계값 내에 다시 기록되면 데이
터베이스에서 이벤트 수가 해당 임계값 내 각 반복 발생에 대해 1씩 증가합니다. 로그는 Events(이벤트) 페이지의
Alerts(경고) 영역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 날짜 및 시간과 함께 이벤트를 한 번만 표시합니다. 이벤트 로그
는 처음 발생 후 시간 임계값이 만료되기 전에는 동일한 이벤트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분으로 설정
된 상태에서 이벤트가 6분 후에 다시 발생하면 로그에 이벤트가 나타나고 다른 알림을 수신합니다.

반복 감소 구성
이벤트에 대해 반복 감소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선택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알림을

알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3.

반복 감소 창에서 기존 설정을 확인합니다.
저장된 이벤트 임계값 시간을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변경하려면
반복 감소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을 클릭합니다.

변경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반복 감소를 비활성화하려면 반복 감소 활성화 옵션 선택을 해제합니다.

•

반복 감소를 활성화하려면 반복 감소 활성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

반복되는 동일한 이벤트가 무시되는 시간 임계값(분)을 변경하려면 __ 분 텍스트 상자에 1에서 60 사이
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NOTE: 이 값을 변경하려면 반복 감소 활성화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이벤트 보존 구성
지정된 시간에 Core에서 추적된 이벤트 및 작업 시간이 저장됩니다. 기본 설정은 30일입니다. 0에서 3652일(약 10
년) 사이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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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보존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 왼쪽의 Core 설정 목록에서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클릭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 머리글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설정의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이 나타납니다.
3.

이벤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일수를 변경하려면 보존 기간(일)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고 0과
3652 사이의 값을 입력한 다음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벤트 보존 기간이 지정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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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 섹션에서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를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Rapid Recovery 보고서 정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는 Data Protection Portal에
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111. Rapid Recovery 보고서
보고서 유
형

설명

작업 보고
서

성공한 작업, 실패한 작업 및 오류가 발생한 작업의 기본적인 상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실패
한 작업은 오류 보고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보고서 시간 범위는 최근 31일입니다. 이 범위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
다.

•

Core에서 실행할 경우 이 보고서에는 한 개 이상의 Core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 일련의 정보에는 지정된 Core의 모든 컴퓨터(예: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서 보고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컴퓨터를 선택하
거나 제외하려면 필터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Core 작업에 대한 상태만 표시할 경우 컴
퓨터와 연관된 작업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요약
보고서

성공한 작업, 실패한 작업, 오류가 있는 작업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때 각
작업 유형에 대한 보고서에 별도의 행을 표시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본적으로 보고서 시간 범위는 최근 31일입니다. 이 범위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
다.

•

이 보고서는 작업 보고서와 달리 매개변수로서 Core 선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 일련의 정보에는 모든 컴퓨터(예: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호된 컴퓨터, 복
제된 컴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에 대한 작업과 작업 유형에 따른 컴퓨터별 작업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컴퓨터를 선택하거나 제외
하려면 필터를 사용합니다. 또는 컴퓨터와 별도인 작업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
다.

•

Core Console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관점에서 실행할 때는 결과 보고서에 보호된 컴퓨터
에 대한 작업의 상태만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요약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오류 보고
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실패한 Core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보호된 컴퓨터
세부 정보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작업 보고서와 유사하게 이 보고서도 Cor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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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
형

설명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서만 실패한 작업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류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요약 보고
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기본적으로 이 정보 세트에는 모든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및
지정된 Core에 있는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 등, 모든 컴퓨터에 대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서 보고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컴퓨터를 선택하거나 제외하려면 필
터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Core 작업에 대한 상태만 표시할 경우 컴퓨터와 연관된 작업을 선
택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된 단일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이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정보 범주에
는 Core, 라이센스 및 리포지토리가 포함됩니다. 정보는 목록, 차트 및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
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약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리포지토리
보고서

이 보고서 유형은 선택한 Core에 있는 모든 리포지토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Core에
서 사용 가능한 단일 리포지토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Core의 관점에서 작성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지토리 보고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클래식 요
약 보고서

이 보고서는 작업 통계 성공, GB 리포지토리 요약, 스냅숏 성공, 저장소 사용 추세 및 Core의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요약을 요약 보기로 제공합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는 날짜 범위와 관
련 Core가 포함됩니다.

예약된 보
고서

Core Console에서 보고서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예약하면 정의하는 일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정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선택적으로 보고서가 생성될 때마다 이메일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예약, 수정,
일시 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Console에서 예약된 보고서 관리을(를) 참조
하십시오.

선택하는 보고서 유형 및 매개 변수에 따라 한 개 이상의 Rapid Recovery Core에서, 또는 한 대 이상의 보호된 컴퓨
터에 대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에서 보고서 생성
Core Console에서 주문형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Core의 관점에서 모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두 가지 작업 유형(작업 보고서 및 오류 보고서)을 보호된 시스템의 관점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
한 보고서를 위해 선택한 시스템에 관련된 경우에만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

선택한 Core(또는 보호된 시스템)의 작업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오류 보고서에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주문형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은 보고서를 Core에 초점을 맞춰 생성하거나, 보호된 시스템 관점에 따라 생성하는
것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탐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보고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예약, 수정, 일시 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Console에서 예약된 보고서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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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
Rapid Recovery 보고서 정보, 항목에 설명된 대로 Core Console에서 사용 가능한 보고서의 전체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작업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제목의 보고서 이름 오른쪽에 아래 방향 화살표가 나타나면 다른
보고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6단계로 이동하여 보고서 기준을 지정합니다.
3.

다른 보고서 유형을 선택하려는 경우 보고서 이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보고서 메
뉴가 표시됩니다.

4.

예약된 보고서 정의의 경우 보고서 예약를 참조하십시오.

5.

리포지토리 보고서만 생성하려면 11단계로 건너뜁니다.

6.

작업, 작업 요약, 오류 또는 요약 보고서의 경우 날짜 범위 드롭다운 메뉴에서 날짜 범위를 선택합니다.
날짜 범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마지막 31일)이 사용됩니다. 다음 표에 있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마지막 24시간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의 보고
서 작업.

마지막 7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주의 보고
서 작업.

마지막 31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에 비례하여 마지막 31일에 대
한 보고서 활동

마지막 90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에 비례하여 마지막 90일에 대
한 보고서 활동

마지막 365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해의 보고
서 작업.

전체 시간

이 기간은 Core의 수명과 같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 기간에서는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당월 합계

현재 달력(월)의 첫 번째 날짜부터 보고서를 생성한
날짜까지의 보고서 활동입니다.

연초대비

현재 달력(년도)의 첫 번째 날짜부터 보고서를 생성한
날짜까지의 보고서 활동입니다.
NOTE: Core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기 전이나 컴퓨터가 Core에서 보호되기 전에 모든 호출에서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작업 또는 오류 보고서의 경우, 대상 Core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Core나 보고서를 생성하려는 Cor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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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택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Cor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보호된 컴퓨터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 세트에는 모든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및 지정된 Core에 있는 복구 지점 전용 컴
퓨터 등, 모든 컴퓨터에 대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서 보고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일부 컴퓨터를 선택하거나 제외하려면 필터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Core 작업에 대한 상태만 표시할 경
우 컴퓨터와 연관된 작업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모두 선택

이 옵션은 이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보호된 컴퓨터
를 선택합니다.
NOTE: 모든 컴퓨터를 선택한 뒤 일부 선택 항
목을 삭제하여 모든 컴퓨터에 대한 하위 집합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독립

이 옵션을 선택하여 Core 관점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
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생성 또
는 삭제, 부팅 CD 생성과 같은 작업 유형은 특정 컴퓨
터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Agent 소프트웨어를
아직 보호되지 않은 컴퓨터에 배포하는 경우 이 작업
유형은 컴퓨터와 별도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결과 보고서의 보호된 컴퓨터 열에 보호된 컴
퓨터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Agent 소프트웨어를 Core에서 이미 보호되
는 컴퓨터에 배포하는 경우 보호된 컴퓨터 이름이 보
고서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별도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호된 컴퓨터

이 옵션은 이 Core에서 보호되는 컴퓨터를 나열합니
다. 모두 선택하거나 보호된 컴퓨터의 하위 집합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만

이 옵션은 한 번 보호된 컴퓨터를 나열하지만 리포지
토리에 복구 지점이 저장됩니다.

[소스 Core]

Core가 대상 Core인 경우 소스 Core에서 보호된 모
든 컴퓨터의 복구 지점이 복제되며, 소스 Core의 이름
이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해당 소스 Core에
서 보호되는 모든 컴퓨터를 나열합니다. 이 대상 Core
에서 복제된 모든 컴퓨터를 선택하거나 해당 컴퓨터
의 하위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이 Core에 생성된 사용자 지정 그룹이 있는 경우 모든
사용자 지정 그룹의 이름이 옵션으로 나타납니다. 해
당 사용자 지정 그룹에 모든 개체가 표시됩니다. 그룹
에서 모든 개체를 선택하거나 하위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12단계로 건너뜁니다.

10. 작업, 작업 요약 또는 오류 보고서의 경우, 작업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련의 정보에는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모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서 보고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기본 작업 범주에서 모든 작업을 선택하거
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작업 범주에서 모든 작업을 선택하거나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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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이러한 범주를 확장하여 보고서에 표시하려는 각 범주에서 작업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 유형에 대한 확인란을 클릭하여 해당 유형을 선택하거나 삭제합니다. 범주 중 하나에
서 일부 또는 모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리포지토리 보고서의 경우, 리포지토리 메뉴에서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포지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지정된 기준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고서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보고서는 여전히 생성되지만 보고서에 빈 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없는 경우, 오류 열의 콘텐츠가 보고서에서 null입니다.
1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생성되는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봅니다.

•

기준을 변경하여 보고서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한 뒤 미리보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
•

를 사용하여 내보내기 형식(기본 형식인 PDF 포함)을 선택한 뒤
를 클릭하여 보고서를
보고서
메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메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고서 메뉴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보고서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보거나 조작하거나 인쇄합니다. 보고서 도구 모음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보고서 도구 모음 사용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주문형 시스템 보고서 생성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작업 보고서 또는 오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보호된 시스템 메뉴에서 보고서로 검토할 보호된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4.

페이지 상단의 보호된 시스템 이름 옆에 있는 메뉴 옵션에서 보고서 옆에 있는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
릭한 후 보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를클

•

실패한 작업을 포함하여 보호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작업 보고
서를 클릭하고 보고서 기준 지정을 시작합니다.

•

보호된 시스템과 관련된 실패한 작업 목록만 생성하려면 오류 보고서를 클릭하고 보고서 기준 지정을
시작합니다.

작업 또는 오류 보고서의 경우 날짜 범위 드롭다운 메뉴에서 날짜 범위를 선택합니다.
날짜 범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마지막 31일)이 사용됩니다. 다음 표에 있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마지막 24시간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의 보고
서 작업.

마지막 7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주의 보고
서 작업.

마지막 31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한 달(31
일)의 보고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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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마지막 90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에 비례하여 마지막 90일에 대
한 보고서 활동

마지막 365일

보고서를 생성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 해의 보고
서 작업.

전체 시간

이 기간은 Core의 수명과 같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 기간에서는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당월 합계

현재 달력(월)의 첫 번째 날짜부터 보고서를 생성한
날짜까지의 보고서 활동입니다.

연초대비

현재 달력(년도)의 첫 번째 날짜부터 보고서를 생성한
날짜까지의 보고서 활동입니다.
NOTE: Core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기 전이나 시스템이 Core에서 보호되기 전에 모든 호출에서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작업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알맞은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련의 정보에는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서 보고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기본 작업 범주에서 모든 작업을 선택하거
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작업 범주에서 모든 작업을 선택하거나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업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이러한 범주를 확장하여 보고서에 표시하려는 각 범주에서 작업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 유형에 대한 확인란을 클릭하여 해당 유형을 선택하거나 삭제합니다. 범주 중 하나에
서 일부 또는 모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지정된 기준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고서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보고서는 여전히 생성되지만 보고서에 빈 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없는 경우, 오류 열의 콘텐츠가 보고서에서 null입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생성되는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봅니다.

•

기준을 변경하여 보고서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한 뒤 미리보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

보고서 메뉴를 사용하여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고 보고서를 내보냅니다. 보고서 메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고서 메뉴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보거나 조작하거나 인쇄합니다. 보고서 도구 모음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보고서 도구 모음 사용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Console에서 예약된 보고서 관리
Core Console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보고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예약하면 나중에 반복적으로 생성됩
니다. 예약은 보고서를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생성할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선택적으로, 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각 보고서가 생성되었을 때 하나 이상의 받는 사람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보고서 유형, 보고서 형식 및 날짜 범위를 지정하고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포함합니다.
NOTE: Core를 위한 SMTP 서버를 구성해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서버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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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알림을 보내도록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때 생성된 보고서를 로컬 또는 Core 서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 및 전달을 지정하거나 보고서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
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고서 예약

•

보고서 예약 수정

•

예약된 보고서 일시 중지, 계속 또는 삭제

관련 개념

See also: 예약된 보고서 일시 중지, 계속 또는 삭제

관련 태스크

See also: 보고서 예약
See also: 보고서 예약 수정

보고서 예약
Core Console에서 사용 가능한 보고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일시 중지하거나 삭제할 때까지 정의한 일
정에 따라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이메일 알림 및 전달을 지정하거나 보고서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
다.
보고서를 예약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작업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현재 보고서 이름 오른쪽에 아래 방향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3.

보고서 이름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뒤 드롭다운 메뉴에서 예약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예약된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생성되도록 예약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보고 예약 설정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5.

마법사의 구성 페이지에서 예약하려는 보고서의 세부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구성 옵션은 다
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112. 예약된 보고서 구성 옵션
컴퓨터

사용 가능한 보고서

이름

이 특정 일정에 할당하려는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은 Schedule report 1입니다. 이름은 64자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고서 형식

보고서 출력 형식을 선택합니다. 값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형식(pdf)을 사용합니다.

보고서 유형

반복적으로 생성하려는 보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레이블

예약된 보고서에 표시하려는 레이블을 선택합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레이블을 정의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하나의 논리 컨테이너에 Core 개
체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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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 가능한 보고서
보고 예약 설정 마법사에서 레이블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예약된 보고서가 실행되는 사용자
지정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블이 없는 경우 레이블 드롭다운 메뉴에 사용 가능한 옵션(예: 모두 선택, 보
호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이 표시되는 경우 각 그룹은 옵션으로 나타납니
다. 예약된 보고서에서 이러한 개체를 포함 또는 제외하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보호된 시스
템

하나 이상의 보호된 시스템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선택합니다.

작업 유형

보고서에 표시하려는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보고서에 이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 세트에는 모든 보호된 시스템, 복제된 시스템 및 지정된 Core에 있는 복
구 지점 전용 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에 대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매개 변수에서 보고
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제외하려면 필터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Core 작업에 대한 상태만 표시할 경우 시스템과 연관된 작업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유형 매개변수는 Core 요약 및 리포지토리 예약 보고서 유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서 예약하려는 보고서 대상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

이메일 주소로 보내기 필드에 하나 이상의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예약된 보고서가 생성되면
이메일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NOTE: 이메일 알림 및 전달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저장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여 생성된 보고서 파일을 지정한 위치에 저장하고 위치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로컬,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위치 필드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추가 위치 정보를 지정합니다.

표 113.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위치 옵션
위치 유형

위치 유형 설명

위치

로컬

위치 유형으로 로컬을 선택하여 생성된 보
고서를 Core에 액세스할 수 있는 로컬 경로
에 저장합니다.

위치 필드에 경로를 지정합니다.
Core에 로컬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를 입력합니
다.
예를 들어 D 드라이브의 Reports 폴더에 보고서를
저장하려면 D:\Reports\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위치 유형으로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생성된
보고서를 네트워크로 Core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위치 필드에 경로
를 지정합니다.

위치 필드에 경로를 지정합니다.
네트워크에서 Core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를 입
력합니다. \\servername\sharename 형식을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Data 서버의 보고서를 Reports라고 하
는 공유 폴더에 저장하려면 \\Data\Reports
\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에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클라우드

위치 유형으로 클라우드를 선택하여 생성된 계정 필드에서 적절한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을 선
보고서를 Core에 구성된 클라우드 저장소
택하여 생성된 보고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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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형

위치 유형 설명

위치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저장소 계정을 미
리 정의해야 합니다. Core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을 설정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을
(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필드에서 저장소 계정에 해당하는 컨테
이너를 지정합니다.
폴더 이름 필드에서 이후에 생성된 보고서를 저장
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7.

대상 옵션을 지정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마법사의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여 데이터 전송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지정한 보고서를 생성할 빈도를
결정합니다. 보고서는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에는 다음 표에 설명된 것과 같은 자
체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표 114. 예약된 보고서 생성 빈도 옵션
생성 빈도

빈도 세부정보

빈도 매개 변수

매일

지정된 보고서를 매일 한 번씩 정해진 시간
에 생성하여 저장하거나 전송합니다.

보고서가 생성되는 기본 시간을 변경하려면 시간
텍스트 필드에 새 값을 입력하거나 컨트롤을 사용
하여 시간, 분, AM/PM을 변경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기본 시간은 오전
12:00(Core 서버 시간 기준)입니다.
매주

매월

지정된 보고서를 매주 한 번씩 정해진 요일
에 생성하여 저장하거나 전송합니다.

보고서가 생성되는 기본 요일을 변경하려면 요일
메뉴에서 요일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기본 시간은 일요일 오전
12:00(Core 서버 시간 기준)입니다.

보고서가 생성되는 기본 시간을 변경하려면 시간
텍스트 필드에 새 값을 입력하거나 컨트롤을 사용
하여 시간, 분, AM/PM을 변경합니다.

지정된 보고서를 매달 한 번씩 정해진 날짜
와 시간에 생성하여 저장하거나 전송합니
다.

보고서가 생성되는 기본 날짜를 변경하려면 날짜
메뉴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기본 시간은 매월 1일 오전
12:00(Core 서버 시간 기준)입니다.
9.

보고서가 생성되는 기본 시간을 변경하려면 시간
텍스트 필드에 새 값을 입력하거나 컨트롤을 사용
하여 시간, 분, AM/PM을 변경합니다.

또는 일시 중지된 보고서를 다시 재개할 때까지 보고서가 생성하지 않도록 하려면 마법사의 예약 페이지에
서 처음에 보고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이 보고서를 예약된 대로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10. 예약을 지정하면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하고 사용자의 작업을 저장합니다.
요약 보고서의 요약 표에 새 보고서 일정이 표시됩니다.

보고서 예약 수정
보고서를 예약하면 매개변수 또는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이름, 출력 형식, 보고서 유형, 포함된
리포지토리 등 보고서 구성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 옵션뿐 아니라 생성된 보고서를 저장할 대상
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의 매개변수를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작업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현재 보고서 이름 오른쪽에 아래 방향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3.

보고서 이름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뒤 드롭다운 메뉴에서 예약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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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예약된 보고서 요약 표에서 수정할 보고서 행에 있는
보고 예약 설정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이 마법사의 페이지들을 탐색하여 필요한 매개 변수를 변경합니다. 이 마법사의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보고서 예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6.

마법사의 일정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마법사가 닫히고 보고서 일정이 수정됩니다.

예약된 보고서 일시 중지, 계속 또는 삭제
보고서를 예약하면 정의된 일정에 따라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일시적으로 예약된 보고서 생성을 중지한 경우 일정
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를 일시 중지하고 보고서 생성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이 절차의 설명에 따라 보고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된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해당 보고서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보고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를 일시 중지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예약된 보고서 요약 표에서 상태 열을 확인합니다. 녹색 타원은
활성 상태의 예약된 보고서, 노란색 타원은 일시 중지된 보고서, 빨간색 타원은 오류를 나타냅니다.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보고서에 대한 예약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삭제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3.

보고서 이름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뒤 드롭다운 메뉴에서 예약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작업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현재 보고서 이름 옆에 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예약된 보고서 요약 표에서 색상 표시기를 통해 예약된 모든 보고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5.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각 보고서에 대해 첫 번째 열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요약 표 위에 있는 예약된 보고서 옵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선택한 보고서의 생성을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를 클릭합니다.

◦

일시 중지된 예약된 보고서 생성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

기존 예약된 보고서에 대해 선택한 일정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예약된 보고서를 삭제하면 향후 보고서의 생성만 중단합니다. 이전의 예약된 보고서를 저장했으면 제
거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메뉴 사용
보고서 메뉴는 보고서를 볼 때 페이지 맨 위에 나타납니다. 보고서 제목을 포함하는 이 메뉴는 사용 가능한 보고서
유형을 볼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 메뉴 아래에는 보고서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필터
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특정 필터는 보고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각 보고서 유형에 적용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는 해당
보고서 유형을 설명하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보고서 메뉴 오른쪽에는 일부 제어가 나타납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제어는 보고서를 생성하고 내보내
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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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보고서 메뉴 제어
UI 요소

설명

미리보기 단
추

제공된 단추를 클릭하여 필터에 지정된 보고서 매개 변수와 선택한 보고서 유형에 따라 보고
서를 생성합니다.

내보내기 형
식 드롭다운
메뉴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면 보고서 출력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형식(pdf)을 사용합니다.

다운로드 단
추/아이콘

다운로드 단추는 내보내기 메뉴에서 선택한 형식 유형으로 생성한 보고서를 내보냅니다.

보고서는 열의 표시 단위(GB, TB 또는 초 단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단위를 포함합니다.
생성되거나 내보낸 보고서의 형식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에서 사용된 글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보고서 설정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보고서를 생성한 후에는 보고서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e also: 작업 보고서 이해
See also: 오류 보고서 이해
See also: 요약 보고서 이해

보고서 도구 모음 사용
보고서 메뉴에서 생성하면 해당 보고서는 보고서 도구 모음 아래에 나타납니다. 도구 모음을 통해 보고서 저장 및
인쇄를 포함해 보고서 출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의 왼쪽에 토글 사이드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사이드바가 확장 또는 축소되어 더 많은
표시 옵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오른쪽에 도구 옵션은 드롭다운 메뉴를 확장하여 보고서 탐색 컨트롤
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도구 모음의 요소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116. 보고서 도구 모음 아이콘
아이콘

설명
토글 사이드바. 모든 보고서 페이지가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사이드바의 다른 옵션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사이드바: 미리 보기 표시. 생성된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대한 기본 보기입니다.
사이드바: 문서 개요 표시.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이드바: 첨부 파일 표시. 보고서에 대한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
다.
찾기. 생성된 보고서 내에서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조건과 일치하
는 모든 텍스트 강조 표시 및 대소문자 구분 또는 무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 보고서 보기를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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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다음 페이지. 보고서 보기에서 다음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페이지 번호 입력. 페이지 번호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고 유효한 페이지 번호를 입력한 다음
보고서 보기에서 해당 창으로 진행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축소. 생성된 보고서의 보기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클릭할 때마다 최소 25%까지
더 축소됩니다.
확대. 생성되는 보고서 보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클릭할 때마다 최대 1000%까
지 더 확대됩니다.
자동 확대/축소. 실제 크기, 페이지 맞추기, 전체 너비, 50%, 75%, 100%, 125%, 150%,
200%, 300% 또는 400%를 포함한 비율 기준으로 보기를 포함해 생성된 보고서의 확대/축소
보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열기.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여 저장된 보고서를 찾아 열 수 있습니다.

인쇄. 생성된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구.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구 드롭다운 메뉴가 확장 또는 축소됩니다. 도구 옵션은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구: 첫 페이지로 이동. 생성된 보고서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구: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생성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구: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 옵션은 생성된 보고서의 캔버스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도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이 옵션은 생성된 보고서의 캔버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
전합니다.
도구: 손 도구. 이 도구를 선택하면 화면 전체에서 보고서를 클릭하여 끌어 이동할 수 있습니
다.
도구: 문서 속성. 생성된 보고서의 문서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창을 닫으려면 닫
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Console에서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보고서 이해
작업 보고서는 Rapid Recovery Core 및 Core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택
한 Core 또는 보호된 시스템에서 수행한 작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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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데이터가 없으면 테스트하는 매개 변수가 null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오류와 같은 열이 아무런 정보 없이
나타나면 선택한 레코드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서가 빈 행을 생성하면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작업은 시스템과는 독립된 활동임을 반영합니다.
Core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
스템의 작업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주문형 시스템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
오.
작업 보고서를 생성하면 보고서 세부 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보고서에 대한 선택 기준

•

지정한 날짜 범위에 있는 각 작업의 행을 표시하는 요약 표. 각 행에는 해당 Core와 보호된 시스템, 작업 유형
외에도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작업 요약

◦

작업 상태

◦

작업과 관련된 모든 오류

◦

작업의 시작 및 종료 날짜

◦

작업 기간(초 단위)

◦

총 작업량(MB)

특정 카테고리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면 셀은 보고서에 정보 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Core에 오류가 없으면 보고서의 해당 행에서 오류 열은 비어 있습니다.

작업 요약 보고서 이해
작업 요약 보고서는 Core 관점에서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호된 시스템의 보고서에서는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Core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단일 요약이 있으며, 실
패, 통과, 취소된 작업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서 각 작업을 별도의 줄로 지정하므로 작업 보고서보다 자세한 정보
를 표시합니다.
작업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Core Console에서 보고서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 유형의 보고서 매개 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날짜 범위

•

보호된 시스템

•

작업 유형

작업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면 보호된 시스템, 볼륨 및 작업 유형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보고서 선택 기준도 보고
서 세부 정보에 포함됩니다.
Core 정보
요약 보고서의 Core 부분에는 보고되고 있는 Rapid Recovery Core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 개수

•

실패한 작업이 있는 시스템 수

보호된 시스템 요약
요약 보고서의 보호된 시스템 부분에는 선택한 Rapid Recovery Core 및 해당 시스템의 볼륨에서 보호되는 모든 시
스템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차트는 각 시스템에 대한 작업 유형 행이 표시되고, 성공적인 유형별 작업 비율, 통과한 작업 개수, 실패한 작업 개
수 및 취소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소된 작업은 이러한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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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보고서 이해
오류 보고서는 Rapid Recovery Core 및 Core의 보호를 받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 보고서의 하위 집합입
니다. 오류 보고서는 작업 보고서 목록에서 취소 및 실패한 작업들로 구성되며, 인쇄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단일 보
고서로 컴파일됩니다. 행이 비어 있는 보고서가 생성되면 보고서 기준에 지정된 날짜 범위 내에 오류가 없음을 나
타냅니다.
NOTE: 대상 Cores 및 보호된 시스템 매개변수에 대한 결과는 Core 수준 보고서에만 표시됩니다.
Core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
스템의 작업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주문형 시스템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
오.
오류 보고서를 생성하면 지정된 날짜 범위 내의 각 작업에 대한 행을 보여주는 요약 표가 나타납니다. 각 행에는 해
당 Core와 보호된 시스템, 작업 유형 외에도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작업 요약

•

작업 상태

•

작업과 관련된 모든 오류

•

작업의 시작 및 종료 날짜

•

작업 기간(초 단위)

•

총 작업량(MB)

요약 보고서 이해
하나 이상의 Core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이 보고서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보고서에는 선택한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에 대한 정보와 해당 Core에서 보호
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보는 한 보고서 내에서 두 개의 요약으로 나타납니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Core Console에서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 유형의 보고서 매개 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날짜 범위

•

보호된 시스템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면 리포지토리 및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리포트 선택 기준도 보고서 세부 정
보에 포함됩니다.
Core 정보
요약 보고서의 Core 부분에는 보고되고 있는 Rapid Recovery Core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라이센스 키(식별자)

•

Rapid Recovery Core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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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요약
요약 보고서의 리포지토리 부분에는 선택한 Rapid Recovery Core에 있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
다. 이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 수

•

Core의 리포지토리 요약.

보호된 시스템 요약
요약 보고서의 보호된 시스템 부분에는 선택한Rapid Recovery Core 또는 Core들에서 보호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
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차트와 요약표가 포함됩니다.
차트에는 보호된 시스템이 실패한 작업 대비 성공한 작업(모든 유형 대상) 비율별로 표시됩니다. (취소된 작업은 이
러한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X 즉 가로축에는 보호된 시스템 수가 표시됩니다. Y 즉 세로축에는 성공 계층이 표시됩니다. 특히, Y 축에는 보호된
시스템별로 다음 횟수가 표시됩니다.
•

수행된 작업 없음

•

성공률 50% 미만

•

성공률 50% 이상

•

성공률 100%

차트 아래에는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보호된 시스템의 양

•

실패한 작업이 있는 보호된 시스템 수

•

다음 내용이 표시된 보호된 시스템별 요약표:

•

◦

보호된 시스템 이름

◦

시스템에서 보호되는 볼륨

◦

보호된 공간(GB 단위, 전체 및 현재)

◦

일별 변경 비율(평균 및 중앙값)

◦

작업 통계(성공, 완료됨, 실패함, 취소됨)

◦

암호화 적용 여부

Core 버전

리포지토리 보고서 이해
리포지토리 보고서는 선택한 Rapid Recovery Core의 리포지토리에 대한 정보와 해당 Core에서 보호하는 시스템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정보는 한 보고서 내에서 두 개의 요약으로 나타납니다.
Core에서 리포지토리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보고서 매개 변수에는 리포지토리만 포함됩니다.
리포지토리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각 리포지토리의 보고서 세부 정보에는 Core의 리포지토리 요약 목록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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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요약 보고서 이해
클래식 요약 보고서는 Core에 대해 유용한 다양한 메트릭을 사용해 선택한 기간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합니다.
위쪽 부분에는 3개의 파이 차트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차트는 작업 통계(성공, 취소, 실패 작업)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원형 차트는 각 리포지토리별 공간을 GB 단위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원형 차트는 스냅숏 통계(성공, 취소, 실
패 작업)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리포지토리 사용률을 보여주는 추세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보호받는 컴퓨터의 요약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한 보고서 매개 변수는 날짜 범위와 관련 Core가 포함됩니다.
Core에서 이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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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내보내기
이 장에서는 복구 지점을 내보내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
로 내보내기
Rapid Recovery Core에서 Windows 또는 Linux 컴퓨터의 복구 지점을 지원되는 여러 형식 중 하나로 가상 컴퓨터
(VM)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Core에서 보호되는 원래 컴퓨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가상 컴퓨터를 부팅하여 신속하
게 임시로 원래 컴퓨터를 대체하므로, 가동 중지 시간을 비교적 짧게 유지하면서 원래 보호된 컴퓨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내보내기 프로세스는 보호된 컴퓨터의 운영 체제와 설정 뿐만 아니라 복구 지점의 모든 백업 정
보도 포함된 VM을 생성합니다. VM은 보호된 컴퓨터의 부팅 가능한 클론이 됩니다.
NOTE: 사용하는 복구 지점은 전체 복구 지점 체인에 속해야 합니다. 복구 지점 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체인 및 분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ore에 표시된 특정 복구 지점에서 Core Console의
페이지를 사용하거나 단추 모음의
가상 대기
메뉴에서 VM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원

드롭다운

Rapid Recovery Core에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1회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한 복구 지점의 정보에서 특정 시점 단일 스냅숏을 나타내
는 부팅 가능한 VM을 생성합니다. 내보내기 작업은 즉시 대기 상태가 되며 작업이 완료되면 클론된 VM은 지
정한 위치로 내보냅니다. 1회 내보내기에 사용된 구성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연속 내보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지정한 원래 복구 지점에서 부팅 가능한 VM을 생성하
여 지정한 위치에 VM을 저장합니다. 가상 내보내기에 사용하는 구성 정보는 Core Console의 가상 대기 페이
지에 저장됩니다. 이후에 보호된 컴퓨터의 새 스냅숏을 캡처할 때마다 Core는 새 가상 내보내기 작업을 대기
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로 부팅 가능한 VM을 새로 고칩니다. 이는 데이터 복구용 고가용성 리소스를 생성하므
로 이 기능은 가상 대기라고도 합니다.

가상 내보내기 작업 큐가 완료되는 동안 Core Console의 가상 대기 페이지 큐 내보내기 창에 작업이 목록으로 표시
됩니다.
다음 도표에는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의 일반적인 배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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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 대기 배포

NOTE: 구성 관련 복제인 경우 표시되는 Core는 대상 Core입니다. 두 Core(소스 및 대상) 간에 복제가 설정
되어 있으면 초기 복제가 완료된 후 대상 Core의 데이터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VM 하이퍼바이저에는 vCenter/ESXi, VMware Workstation, Hyper-V, VirtualBox 및 Azure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하이퍼바이저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의 "하이퍼바이저 요구 사항"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ESXi, VMware Workstation 또는 Hyper-V의 경우 가상 컴퓨터 버전이 평가판 또는 무료 버전이 아니라 이러한 가상
컴퓨터의 라이센스 버전이어야 합니다. Azure로 내보내려면 다른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Azure에 계정이 있어야 합
니다.
NOTE: Azure의 경우 내보내기 및 최종 배포는 최신 리소스 관리자 모델이 아닌 클래식 VM 관리를 사용하
여 VM을 생성합니다. Azure로 작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고유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을(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개념

See also: ESXi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See also: VMware Workstation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See also: VirtualBox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See also: Azure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관련 태스크

See also: 내보내기 관리

관련 참조

See also: Hyper-V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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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i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Rapid Recovery에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연속 내보내기(가상 대기의 경우)를 설정하여 ESXi를 통해 데이
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내보내기 유형에 대한 해당 단계를 완료합니다.

1회 ESXi 내보내기 수행
ESXi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작업 표시줄에서 복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내보내기를 클릭
합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1회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Machines(시스템)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Recovery Points(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낼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ESX(i)를 선택합니다.

9.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17. 가상 컴퓨터 매개 변수
옵션

설명

호스트 이름

호스트 시스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포트

호스트 시스템의 포트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443입니다.

사용자 이름

호스트 시스템 로그온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호스트 시스템 로그온에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10.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 다음 표에 설명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18. 가상 컴퓨터 옵션
옵션

설명

리소스 풀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풀을 선택합니다.

VM 구성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가상 컴퓨터 이
름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메모리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합니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양의 RAM을 사용합니다

•

특정 양의 RAM 사용을 선택한 후 양(MB)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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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최소 양은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양은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용량은 호스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프로세서 개수

내보낸 가상 컴퓨터에 원하는 프로세서(CPU)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프로세서당
Core 개수

각 프로세서에 탑재하려는 Core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디스크 프로비
저닝

다음 옵션 중에서 디스크 프로비저닝 유형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매핑

버전

•

Thin(씬). 씬 프로비저닝은 볼륨 크기 전체가 아니라 원래 볼륨에 사용된 공간 크기
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볼륨이 1TB이지만 사용된 공간의
2GB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Rapid Recovery는 2GB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

Thick(씩). 씩 프로비저닝은 원래 볼륨의 일부만 사용되고 있더라도 보호된 서버에
서 원래 볼륨과 같은 크기의 새 디스크 또는 볼륨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볼륨 크
기가 1TB이지만 사용된 공간의 2GB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Rapid Recovery는 1TB
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디스크 매핑 유형을 지정합니다.
•

자동

•

수동

•

VM 포함

드롭다운 목록에서 가상 컴퓨터 생성에 사용하려는 ESXi 버전을 선택합니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SXi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여 ESXi 가상 컴퓨터(VM)으로 연속 내보내기를 설정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
십시오. 이 설정은 가상 대기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1.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를 클릭합니다.
복원
내보내기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연속(가상 대기)을 선택합니다.

목차
ESXi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266

다음을 클릭합니다.

2.
•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가상 대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복구 드롭다운 메뉴에서 ESXi를 선택합니다.

7.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19. ESXi 자격 증명
옵션

설명

호스트 이름

호스트 시스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포트

호스트 시스템의 포트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443입니다.

사용자 이름

호스트 시스템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암호

호스트 시스템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8.

Virtual Machine Options(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20. 가상 컴퓨터 옵션
옵션

설명

리소스 풀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저장소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가상 컴퓨터 이
름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메모리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합니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양의 RAM을 사용합니다

•

특정 양의 RAM 사용을 선택한 후 양(MB)을 지정
최소 양은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양은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용량은 호스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프로세서 개수

내보낸 가상 컴퓨터에 원하는 프로세서(CPU)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프로세서당
Core 개수

각 프로세서에 탑재하려는 Core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디스크 프로비
저닝

다음 옵션 중에서 디스크 프로비저닝 유형을 선택합니다.
•

Thin(씬). 씬 프로비저닝은 볼륨 크기 전체가 아니라 원래 볼륨에 사용된 공간 크기
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볼륨이 1TB이지만 사용된 공간의
2GB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Rapid Recovery는 2GB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

Thick(씩). 씩 프로비저닝은 원래 볼륨의 일부만 사용되고 있더라도 보호된 서버에
서 원래 볼륨과 같은 크기의 새 디스크 또는 볼륨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볼륨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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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기가 1TB이지만 사용된 공간의 2GB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Rapid Recovery는 1TB
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디스크 매핑

디스크 매핑 유형을 적절하게 지정합니다(자동, 수동 또는 VM 사용).

버전

가상 컴퓨터의 버전을 선택합니다.

초기 1회 내보내 다음으로 예약된 스냅숏 후(선택 사항) 대신 즉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선택합니
기 수행
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VMware Workstation 가상 컴퓨터로 데이
터 내보내기
Rapid Recovery에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연속 내보내기(가상 대기의 경우)를 설정하여 VMware
Workstation을 통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내보내기 유형에 대한 해당 단계를 완료합니다.

1회 VMware Workstation 내보내기 수행
VMware Workstation으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복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내보내기를 클릭합
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1회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시스템 페이지에서 내보낼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VMware Workstation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9.

Virtual Machine Options(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아래 표에 설명된 대로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표 121. 가상 컴퓨터 매개 변수
옵션

설명

VM 시스템 위치

가상 컴퓨터를 만들 로컬 폴더 또는 네트워크 공유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NOTE: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
효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에는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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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내보내기를 위한 네트워크 위치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암호

•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효한 사
용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

로컬 경로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보내기를 위한 네트워크 위치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VM 이름

•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효한 암
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로컬 경로를 입력한 경우에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들려는 가상 컴퓨터의 이름(예: VM-0A1B2C3D4)을 입력합니다.
NOTE: 기본 이름은 소스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버전

가상 컴퓨터에 대한 VMware Workstation 버전을 지정합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RAM 크기(MB)

•

VMware Workstation 7.0

•

VMware Workstation 8.0

•

VMware Workstation 9.0

•

VMware Workstation 10.0

•

VMware Workstation 11.0

•

VMware Workstation 12.0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합니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양의 RAM을 사용합니다

•

특정 양의 RAM 사용을 선택한 후 양(MB)을 지정
최소 양은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양은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용량은 호스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프로세서 개수

내보낸 가상 컴퓨터에 원하는 프로세서(CPU)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프로세서당
Core 개수

각 프로세서에 탑재하려는 Core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C:\ 및 D:\)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목차
1회 VMware Workstation 내보내기 수행

269

VMware Workstation에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VMware Workstation 가상 컴퓨터(VM)으로 연속 내보내기를 설정하려면 이 절차의 단
계를 완료하십시오. 이 설정은 가상 대기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1.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를 클릭합니다.
복원
내보내기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연속(가상 대기)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가상 대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복구 드롭다운 메뉴에서 VMware 워크스
테이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Virtual Machine Options(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아래 표에 설명된 대로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표 122. 가상 컴퓨터 매개 변수
옵션

설명

대상 경로

가상 컴퓨터를 만들 로컬 폴더 또는 네트워크 공유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NOTE: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
효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에는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암호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를 위한 네트워크 위치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효한 사
용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

로컬 경로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보내기를 위한 네트워크 위치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효한 암
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로컬 경로를 입력한 경우에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들려는 가상 컴퓨터의 이름(예: VM-0A1B2C3D4)을 입력합니다.
NOTE: 기본 이름은 소스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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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버전

가상 컴퓨터에 대한 VMware Workstation 버전을 지정합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

VMware Workstation 7.0

•

VMware Workstation 8.0

•

VMware Workstation 9.0

•

VMware Workstation 10.0

•

VMware Workstation 11.0

•

VMware Workstation 12.0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합니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양의 RAM을 사용합니다

•

특정 양의 RAM 사용을 선택한 후 양(MB)을 지정
최소 양은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양은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용량은 호스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프로세서 개수

내보낸 가상 컴퓨터에 원하는 프로세서(CPU)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프로세서당
Core 개수

각 프로세서에 탑재하려는 Core 수입니다. 최소값은 1입니다.

8.

초기 1회 내보내기 수행을 선택하여 예약된 다음 스냅숏 후 대신 즉시 다음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C:\ 및 D:\)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Hyper-V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Rapid Recovery에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연속 내보내기(가상 대기의 경우)를 설정하여 Hyper-V 내보내기
를 통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Hyper-V 내보내기에 지원되는 호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정보는 Rapid Recovery ### ## ## ###의 "하이퍼바이저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내보내기 유형에 대한 해당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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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Hyper-V 내보내기 수행
Hyper-V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복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내보내기를 클릭합
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1회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컴퓨터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대상 페이지의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Hyper-V를 선택합니다.

9.

Hyper-V 역할이 할당된 로컬 컴퓨터로 내보내려면 로컬 컴퓨터 사용을 클릭합니다.

10. Hyper-V 서버가 원격 컴퓨터에 있음을 나타내려면 원격 호스트를 클릭한 후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원격 호
스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23. 원격 호스트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이름

Hyper-V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원격 Hyper-V 서버의 IP 주소 또
는 호스트 이름을 나타냅니다.

포트

컴퓨터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Core가 이 컴퓨터와 통신하는 포트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이름

Hyper-V 서버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상 컴퓨터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Hyper-V 서버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가상 컴퓨터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의 VM 컴퓨터 위치 텍스트 상자에 가상 컴퓨터의 경로(예: D:\export)를 입력합니
다. 가상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NOTE: 로컬 및 원격 Hyper-V 서버 모두에 대한 가상 컴퓨터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로는 Hyper-V
서버에 대한 유효한 로컬 경로여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디렉터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렉터리
를 수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공유 폴더(예: \\data\share)로 내보내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가상 컴퓨터 이름 텍스트 상자에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이름이 Hyper-V Manager 콘솔의 가상 컴퓨터 목록에 나타납니다.
14.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RAM 크기 사용. 가상 컴퓨터와 원래 컴퓨터 사이에 동일한 RAM을 사용하고 있
는지 식별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특정 RAM 크기 사용. RAM 크기를 MB 단위로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최소 크기는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크기는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
용량은 호스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15. 디스크 형식을 지정하려면 디스크 형식 옆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VHDX

•

V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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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Hyper-V 내보내기는 대상 컴퓨터에서 Windows 8(Windows Server 2012)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VHDX 디스크 형식을 지원합니다. VHDX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의 경우 옵션이 비활성화됩니
다.
NOTE: Hyper-V 2세대로 내보낼 경우 VHDX 디스크 형식만 지원됩니다.
16. 내보내기에 사용할 Hyper-V 세대를 지정하려면 다음 항목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1세대

•

2세대
NOTE: 2세대만 보안 부트 옵션을 지원합니다.

17. 내보낸 VM에 대한 해당 네트워크 어댑터를 지정합니다.
18.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을 선택합니다(예: C:\).
NOTE: 선택한 볼륨이 아래에 표시된 대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적절한 최대 할당보다 크거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초과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

VHDX 디스크 형식의 경우 선택한 볼륨은 64TB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

VHD 디스크 형식의 경우 선택한 볼륨은 2040GB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19. 볼륨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Hyper-V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는 Hyper-V 가상 컴퓨터(VM)로 연속 내보내기를 설정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이 설정은 가상 대기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1.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를 클릭합니다.
복원
내보내기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연속(가상 대기)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가상 대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의 컴퓨터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대상 페이지의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Hyper-V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
다.
•

Hyper-V 역할이 할당된 로컬 컴퓨터로 내보내려면 로컬 컴퓨터 사용을 클릭합니다.

•

Hyper-V 서버가 원격 컴퓨터에 있음을 나타내려면 원격 호스트를 클릭한 후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원
격 호스트의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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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원격 호스트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호스트 이름

Hyper-V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원격 Hyper-V 서버의 IP 주소 또
는 호스트 이름을 나타냅니다.

포트

컴퓨터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Core가 이 컴퓨터와 통신하는 포트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이름

Hyper-V 서버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상 컴퓨터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Hyper-V 서버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가상 컴퓨터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의 VM 컴퓨터 위치 텍스트 상자에 가상 컴퓨터의 경로(예: D:\export)를 입력합니
다. 가상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NOTE: 로컬 및 원격 Hyper-V 서버 모두에 대한 가상 컴퓨터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로는 Hyper-V
서버에 대한 유효한 로컬 경로여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디렉터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렉터리
를 수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공유 폴더(예: \\data\share)로 내보내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가상 컴퓨터 이름 텍스트 상자에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이름이 Hyper-V Manager 콘솔의 가상 컴퓨터 목록에 나타납니다.

10.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RAM 크기 사용. 가상 컴퓨터와 원래 컴퓨터 사이에 동일한 RAM을 사용하고 있
는지 식별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특정 RAM 크기 사용. RAM 크기를 MB 단위로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최소 크기는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크기는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
용량은 호스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11. 디스크 형식을 지정하려면 디스크 형식 옆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VHDX

•

VHD
NOTE: Hyper-V 내보내기는 대상 컴퓨터에서 Windows 8(Windows Server 2012)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VHDX 디스크 형식을 지원합니다. VHDX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의 경우 옵션이 비활성화됩니
다.
NOTE: Hyper-V 2세대로 내보낼 경우 VHDX 디스크 형식만 지원됩니다.

12. 내보내기에 사용할 Hyper-V 세대를 지정하려면 다음 항목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1세대

•

2세대
NOTE: 2세대만 보안 부트 옵션을 지원합니다.

13. 내보낸 VM에 대한 해당 네트워크 어댑터를 지정합니다.
14.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을 선택합니다(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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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선택한 볼륨이 아래에 표시된 대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적절한 최대 할당보다 크거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초과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

VHDX 디스크 형식의 경우 선택한 볼륨은 64TB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

VHD 디스크 형식의 경우 선택한 볼륨은 2040GB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15. 초기 1회 내보내기 수행을 선택하여 예약된 다음 스냅숏 후 대신 즉시 다음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16. 볼륨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VirtualBox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
기
Rapid Recovery에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연속 내보내기(가상 대기의 경우)를 설정하여 VirtualBox에 데이
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내보내기 유형에 대한 해당 단계를 완료합니다.
NOTE: 이러한 유형의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Core 컴퓨터에 VirtualBox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Linux
에서 호스팅되는 VM은 이 요구 사항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1회 VirtualBox 내보내기 수행
원격 Windows 호스트에서 VirtualBox VM으로 내보내려면 Core 컴퓨터에 VirtualBox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Linux에 호스팅된 VM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irtualBox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복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내보내기를 클릭합
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1회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컴퓨터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VirtualBox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Windows 컴퓨터 사용을 선택합니다.

10.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표 125. 가상 컴퓨터 매개 변수
옵션

설명

가상 컴퓨터 이
름

만들려는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기본 이름은 소스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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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대상 경로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로컬 또는 원격 대상 경로를 지정합니다.
NOTE: 대상 경로는 루트 디렉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공유 경로를 지정
하는 경우 대상 컴퓨터에 등록되는 계정에 대해 유효한 로그온 자격 증명(사용자 이
름과 암호)을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에는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
이 있어야 합니다.

메모리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합니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양의 RAM을 사용합니다

•

특정 양의 RAM 사용을 선택한 후 양(MB)을 지정
최소 양은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양은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용량은 호스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11. 가상 컴퓨터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지정하려면 내보낸 가상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을 지정합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계정은 가상 컴퓨터에 여러 개의 사용자 계정이 있는 경우 가상 컴퓨터가 등
록될 특정 사용자 계정을 가리킵니다. 이 사용자 계정이 로그온된 경우 해당 사용자만 VirtualBox 관리자에서
이 가상 컴퓨터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VirtualBox가 설치된 Windows 컴퓨터의 모든
기존 사용자에 대해 가상 컴퓨터가 등록됩니다.
•

사용자 이름 - 가상 컴퓨터가 등록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암호 - 이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C:\ 및 D:\)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VirtualBox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원격 Windows 호스트에서 VirtualBox VM으로 내보내려면 Core 컴퓨터에 VirtualBox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Linux에 호스팅된 VM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VirtualBox 가상 컴퓨터(VM)으로 연속 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1.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를 클릭합니다.
복원
내보내기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연속(가상 대기)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가상 대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의 컴퓨터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복구 드롭다운 메뉴에서 VirtualBox를 선택합니다.

7.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원격 Linux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8.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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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원격 Linux 컴퓨터 설정
옵션

설명

VirtualBox 호스
트 이름

VirtualBox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원격 VirtualBox 서
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나타냅니다.

포트

컴퓨터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번호는 Core가 이 컴퓨터와 통신하는 포트를 나타냅
니다.

가상 컴퓨터 이
름

만들려는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대상 경로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대상 경로를 지정합니다.

NOTE: 기본 이름은 소스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NOTE: 루트에서 루트 폴더를 만들어 가상 컴퓨터가 루트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
이 좋습니다. 루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내보내기를 설정하기 전에 대상 컴퓨터에
수동으로 대상 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보내기 후 수동으로 가상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로드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대상 컴퓨터의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예: root).

암호

대상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 암호.

메모리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지정합니다.
•

원본 컴퓨터와 동일한 양의 RAM을 사용합니다

•

특정 양의 RAM 사용을 선택한 후 양(MB)을 지정
최소 양은 1024MB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대 양은 65536MB입니다.
최대 메모리 사용량은 호스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RAM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9.

초기 1회 내보내기 수행을 선택하여 예약된 다음 스냅숏 후 대신 즉시 다음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데이터의 볼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zure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Rapid Recovery에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연속 내보내기(가상 대기의 경우)를 설정하여 Azure에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Azure 플랫폼으로 1회 내보내기에는 워크플로 배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보내기
를 사용하는 경우, 내보낸 파일을 부팅 가능한 VM으로 나중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Azure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를 참조하십시오.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고유한 측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zure용 VM 내보내기 및 배포를 참조하십
시오.
Azure 구성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웹 사이트의 virtual machines pricing(가상 컴퓨터 가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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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기타 유용한 참조 링크는 을(를) 참조하십시오.
Azure에 VM을 내보내거나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개념

See also: VirtualBox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

관련 태스크

See also: Azure로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
See also: Azure에서 가상 컴퓨터 배포
See also: 1회 Azure 내보내기 수행

Microsoft Azure로 작업
Microsoft Azure는 구독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Dell 제품과 Azure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Rapid Recovery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Azure 인터페이스 고지 사항

•

Azure 저장소 계정에 컨테이너 생성

•

Azure용 VM 내보내기 및 배포

•

Microsoft Azure 설명서

Azure 인터페이스 고지 사항
Microsoft Azure 인터페이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zure에서 필요한 단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 날짜 기준 현재입니다. 이 정보는 Azure 필
수 조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Dell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Azure로 작업하는 경우 Dell과 관계없이 특정 단계, URL 또는 Azure 인터페이스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Azure 계정과 관련된 단계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Microsoft Azu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zure 저장소 계정에 컨테이너 생성
•

Azure의 계정에 관리 액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

Azure 계정 내에 정의된 저장소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면, 정보가 Azure 저장소 계정 내의 컨테이너에 저장됩니다. 아래 절차를 사용하여 가상 내
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Azure 계정에서 컨테이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서 내보내
기 프로세스의 일부로 컨테이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zure 저장소 계정에 컨테이너를 생성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Microsoft Azure 대시보드를 엽니다.

2.

왼쪽 탐색 영역에서 모든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3.

모든 리소스 창에서 Rapid Recovery 가상 내보내기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저장소 계정의 이름을 클릭합니
다.

4.

설정 창에서 Blob을 클릭합니다.

5.

Blob 서비스 창 상단의 헤더에서 + 컨테이너를 클릭합니다.

6.

새 컨테이너 창의 이름 필드에서 새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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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새 컨테이너 창의 액세스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컨테이너 유형을 선택하여 컨테이너가 공개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다음을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옵션

설명

개인

이 옵션은 컨테이너를 계정 소유자로 제한합니다.

Blob

이 옵션은 Blob(Binary Large Objects)에 대해 공개 읽
기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컨테이너

이 옵션은 전체 컨테이너에 대해 공개 읽기 및 목록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8.

생성을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컨테이너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lob 서비스 페이지는 목록에 표시된 새 컨테이너 이름으로 새로 고쳐집니다.

Microsoft Azure 설명서
Microsoft는 설명서 센터에서 Azure 사용법에 대한 여러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Azure 계정의 생성, Rapid Recovery 또는 AppAssure Core와 사용하기 위한 VM 설정, 저장소 계정 추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의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Windows VM의 프로비저닝 또는 관리에 대한 정보는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
services/virtual-machines/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Azure 사용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을 보려면 http://azure.microsoft.com/en-us/get-started/를 참조하십시오.
NOTE: Azure 웹 사이트는 웹 주소에 언어 및 국가 코드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표시되는 콘텐츠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https://azure.microsoft.com/[## ##]/[##]/.

NOTE: 이 설명서 전반에서 사용된 Azure의 URL은 미국 영어에 대한 국가 코드를 포함합니다. 다른 언어의
경우, 사용자 컴퓨터의 설정과 Microsoft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따라 URL은 이러한 코드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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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Microsoft 링크
아래에 Microsoft 웹 사이트의 일부 관련 자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Azure 로그인 페이지(미국)

•

Microsoft Azure 홈 페이지

•

Microsoft 설명서 센터

•

Windows 가상 컴퓨터 설명서

•

동영상: Azure 시작하기

•

Azure 가상 컴퓨터 가격

•

국가별 Azure 서비스

•

Azure 저장소 계정 정보

•

Azure에서 저장소 계정 생성

•

Azure 포털의 Windows VM에 데이터 디스크를 연결하는 방법

•

Microsoft Azure 가져오기/내보내기 서비스를 사용하여 BLOB 저장소로 데이터 전송

•

가져오기/내보내기 가격

•

저장소: Windows Azure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가져오기/내보내기(블로그 게시)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Microsoft Azure로 가상 내보내기(1회 또는 가상 대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 보호된 시스템의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클라우드 계정 추가 항목에 설명된 대로 먼
저 Azure 클라우드 계정을 Core와 연결해야 합니다.
Azure에 적절한 저장소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Azure에서 저장소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에서 언급하는 Azure 지원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저장소 계정에서 동적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내보내기를 저장하거나 기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장소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저장소 계정에 컨테이너 생성에서 확인하십시오.
Rapid Recovery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가상 내보내기와는 달리 Azure용 VM 내보내기에는 Azure용 VM 내보내기
및 배포 항목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2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Azure용 VM 내보내기 및 배포
다른 플랫폼의 가상 내보내기와는 달리 Azure용 가상 내보내기는 2개의 프로세스인 내보내기 및 배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고객은 요금에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Azure와의 통합에서 일부 측면은 이 요금 구조를 염
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는 Azure에서 VM을 배포하거나 Azure에서 다른 소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요금을 부과합니다.
NOTE: Microsoft가 필수 구성 요소, 요구 사항, 비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Azure와 함께 이 정보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zure 웹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Azu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는 별도의 프로세스 2개로 구성되어 필요하지 않을 수 있
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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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프로세스는 Rapid Recovery에서 필요한 파일 집합을 추출하고 유효성을 검사한 다음 Azure의 지정된 컨
테이너에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 지점의 각 볼륨에 대한 가상 하드 디스크(VHD) 파일 1개

•

각 디스크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XML 파일 1개(각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 목록 및 볼륨이 시스
템 디스크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

•

백업 스냅숏이 포함된 VHD 파일 1개

필요한 저장소에 대한 비용 이외에 내보내기 자체는 Azure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포 프로세스는 부팅 가능한 가상 컴퓨터에 이러한 파일을 결합합니다. 배포는 Azure 클라우드 REST API를 직접
사용합니다. Azure에 위치한 원본 파일 집합은 내보내기 프로세스 중에 Azure에서 읽기 전용이며 공간을 사용하지
만 다른 Azure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 정의한 별도의 컨테이너에 파일의 중복 사
본이 생성되고 저장되며 작동 중인 가상 컴퓨터에 결합됩니다. Azure 계정의 관점에서 보면 배포한 이후에 서버의
VM에 대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배포한 VM은 내보낸 파일의 사본이므로 배포 프로세스 또한 가상 내보내기에 대해
Azure에서 사용하는 저장소 공간을 두 배로 사용합니다.
1회 가상 내보내기의 경우 별도의 프로세스로 배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보내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요청 시 가상 컴퓨터를 생성할 때 Azure에 배포해야 합니다. 그 결과 Azure로 1회 내보내기는 배포하는
VM과 관련된 비용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Azure에서 보호된 시스템에 가상 대기를 설정하는 경우 저장소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VM 요금이 부과되지 않
도록 내보내기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zure로 초기 가상 내보내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Core에서 스냅숏을 캡처할 때마다 Azure 계정에서 내보내기 파일을 업데이트된 정보로 새로 고칩니다. 가
상 내보내기를 부팅 가능한 VM으로 사용하기 전에 배포해야 Azure에서 VM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내보낸 파일을 부팅 가능한 VM으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Azure 계정에 VM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포를 포함하여 Azure로 1회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회 Azure 내보내기 수행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배포 이외에 Azure로 연속 내보내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로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최근 내보낸 파일을 배포하여 Azure에서 부팅 가능한 가상 대기 VM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에서 가상 컴퓨터 배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회 Azure 내보내기 수행
1회 Azure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zure로 내보내려는 Rapid Recovery Core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복구 지점을 보유한 보호되는 컴퓨터가 있어
야 합니다.

•

성공적으로 부팅하려면 배포된 VM의 보호되는 컴퓨터에 원격 액세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Azure의 계정에 관리 액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

내보내기 전에 내보낸 데이터가 저장된 Azure 저장소 계정 내에서 적절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zure 저장소 계정에 컨테이너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Azure용 VM 내보내기 및 배포 항목에 설명된 대로 Azure로 가상 내보내기는 두 개의 프로세스(내보내기 및 배포하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기 프로세스는 Rapid Recovery에서 필요한 파일 집합을 추출하고 유효성을 검사한 다음 Azure의 지정된 컨
테이너에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 지점의 각 볼륨에 대한 가상 하드 디스크(VHD) 1개

•

각 디스크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각 디스크에 제시된 파일 목록 및 볼륨이 시스템 디스크인지 나타내는 플
래그)가 포함되어 있는 XML 파일 1개

•

백업 스냅숏이 포함된 VHD 파일 1개

배포 프로세스는 부팅 가능한 가상 컴퓨터에 이러한 파일을 결합합니다. 배포 시 직접 Azure 클라우드 REST API
를 사용합니다. 내보내기 프로세스 중에 Azure에 배치된 원래 파일 세트는 Azure에서 읽기 전용으로 사용되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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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하지만 추가적인 Azure 요금 부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 정의한 별도의 컨
테이너에 파일의 중복 사본이 생성되고 저장되며 작동 중인 가상 컴퓨터에 결합됩니다. Azure 계정 관점에서 보면
배포한 뒤에 해당 서버의 VM에 요금이 청구됩니다. 또한 배포 프로세스에서 해당 가상 내보내기에 대해 Azure에서
사용된 저장소 공간 크기가 두 배가 됩니다.
1회 가상 내보내기의 경우, 별도 프로세스로서의 배포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보내기를 유용하게 활용하
려면 요청에 따라 가상 컴퓨터를 생성할 때 배포해야 합니다.
Azure에서 보호되는 컴퓨터에 대해 가상 대기를 수립할 때 저장소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VM 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배포할 필요 없이 복구 지점을 내보내고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VM을 사
용하려고 할 때만 Azure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Azure에서 가상 대기를 작동 중인 VM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에서 가상 대기 데이터를 VM에 배포하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M으로 1회 내보내기를 포함하여, 요청 시 Azure에 1회 내보기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2.

마법사의 VM 내보내기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1회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복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뒤 VM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마법사의 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컴퓨터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필요한 경우, 복구 지점 목록을 스크롤함)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대상 페이지의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Azure를 선택합니다.

6.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27. Azure 자격 증명
옵션

설명

게시 설정 파일

게시 설정 파일은 Azure에서 생성된 XML 문서이며 Azure 구독 정보에 대한 관리 인증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게시 설정은 Core UI에서 Azure 계정 당 정의할 때 한 번만 필요합니다. 이
후 해당 설정은 캐시됩니다.
이 파일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Azure 계정에 로그인하여 https://
manage.windowsazure.com/publishsettings/index?client=powershell의 VM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파일은 보안 자격 증명을 포함하여 zureServiceManagement API 및 Azure 구독에 대한
정보를 정의합니다. 이 파일은 계정에 연결하여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Rapid
Recovery Core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안전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해당 절차에서 사용한 뒤에 삭제합니
다.

구독

게시 설정 파일을 추가한 경우, 해당 정보가 게시 설정 파일의 정보와 함께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NOTE: 게시 설정은 Core UI에서 Azure 계정 당 정의할 때 한 번만 필요합니다. 이
후 해당 설정은 캐시됩니다.
이전에 추가한 게시 설정 파일을 사용하려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파일을 선택
합니다.
게시 설정 파일을 추가하려는 경우
색합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인증서 로드

창을 열고 파일을 탐

이 파일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Azure 계정에 로그인하여 https://
manage.windowsazure.com/publishsettings/index?client=powershell의 VM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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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보안상의 이유로 안전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해당 절차에서 사용한 뒤에 삭제합니
다.

계정

구독 파일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며, Core와 연관되어 있는 Azure 클라우드 계정입니다.
NOTE: 클라우드 계정 추가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Core와 Azure 클라우드
계정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이름

컨테이너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Azure 클라우드 계정과 연결된
적절한 컨테이너 이름을 선택합니다. 또는 새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폴더 이름

내보낸 가상 컴퓨터를 저장하려면 컨테이너 내에 있는 폴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NOTE: Azure 폴더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I

7.

배포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배포된 VM 대상을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28. Azure 옵션에 배포
옵션

설명

클라우드 서비
스 이름

Azure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래식 관리 모델을 사용하는 가상 컴퓨터용 컨테이너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 필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의미가 있는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Microsoft Azure 구독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일반적으로 25개)에 기본 제
한이 있습니다. 구독 제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이름

기존 가상 컴퓨터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이 필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가상 컴퓨터가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새 배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대상 컨테이너

VM을 보관할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8.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29. 가상 컴퓨터 옵션
옵션

설명

가상 컴퓨터 이름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15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상 컴퓨터 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VM 크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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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NOTE: Azure 구성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웹 사이트의 virtual
machines pricing(가상 컴퓨터 가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웹 사
이트에서 기타 유용한 참조 링크는 을(를) 참조하십시오.

끝점(원격 액세스 설
정)

다음은 원격 액세스 설정에 대한 VM 옵션입니다.

이름

RemoteDesktop 또는 SSH에서 선택합니다.

프로토콜

TCP 또는 UDP에서 선택합니다.

포트

공용 및 개인 포트는 기본적으로 3389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데이터 서버 전송 포
트

공용 및 개인 포트는 기본적으로 8009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에이전트 포트

공용 및 개인 포트는 기본적으로 8006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볼륨을 선택한 뒤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의 내보내기 큐를 확인하여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zure로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
Azure로 지속적인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zure로 내보내려고 Rapid Recovery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복구 지점을 보유한 보호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
니다.

•

성공적으로 부팅하려면 배포된 VM의 보호되는 시스템에 원격 액세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Azure의 계정에 관리 액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

Azure 계정을 Core에 연결하려면 먼저 Azure에서 게시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Azure 계정에 대한 게시 설정 파일 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

내보내기 전에 내보낸 데이터가 저장된 Azure 저장소 계정 내에서 적절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되는 시스템이 더 많은 데이터를 보호할수록 저장소 요구 사항이 증가합니다. Azure 계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컨테이너는 VM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한 저장소 위치와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zure 저장소 계정에 컨테이너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Azure 클라우드 계정에서 지정된 컨테이너에 선택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가상 내보내
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이 프로세스에는 부팅 가능한 VM을 생성하기 위해 내보낸 파일을 배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포 단계는 Azure에서 가상 컴퓨터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1.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VM
를 클릭합니다.
복원
내보내기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연속(가상 대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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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클릭합니다.

2.
•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

가상 대기 페이지에서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내기에 사용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대상 페이지의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Azure를 선택합니다. .

7.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30. Azure 자격 증명
옵션

설명

게시 설정 파일

이 옵션은 Azure 구독이 아직 Core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 옵션이 표시
되면 Azure 계정에 대한 게시 설정 파일 확보 항목에 설명된 대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구
독을 Core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Core 내 Azure 계정에 연결하고 가상 내보내기를 수
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NOTE: 게시 설정은 Core UI에서 Azure 계정 당 정의할 때 한 번만 필요합니다. 이
후 해당 설정은 캐시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안전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해당 절차에서 사용한 뒤에 삭제합니
다.

구독

게시 설정 파일을 추가한 경우, 해당 정보가 게시 설정 파일의 정보와 함께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NOTE: 게시 설정은 Core UI에서 Azure 계정 당 정의할 때 한 번만 필요합니다. 이
후 해당 설정은 캐시됩니다.
이전에 추가한 게시 설정 파일을 사용하려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파일을 선택
합니다.
게시 설정 파일을 추가하려는 경우
합니다.

계정

버튼을 사용하여 인증서 로드 창을 열고 파일을 탐색

구독 파일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며, Core와 연관되어 있는 Azure 클라우드 계정입니다.
NOTE: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Core와 Azure 클라우드 계정을 먼저 연결해
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추가

컨테이너 이름

컨테이너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Azure 클라우드 계정과 연결된
적절한 컨테이너 이름을 선택합니다. 또는 새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폴더 이름

내보낸 가상 컴퓨터를 저장하려면 컨테이너 내에 있는 폴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NOTE: Azure 폴더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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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초기 1회 내보내 가상 대기를 정의할 때 즉시 내보내가 작업을 대기시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기 수행
강제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백업 스냅숏이 실행될 때까지 Core를 대기시키려면 이 옵
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볼륨 페이지에서 내보낼 볼륨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NOTE: 가상 대기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고 내보내기의 상태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정의한 가상 대기 매개변수로 인해 Azure 계정에 VM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파일 내보내기가 발생합니
다. 강제되거나 예약된 모든 스냅숏 이후에 해당 파일이 새로운 백업 정보와 함께 Azure에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파일을 VM으로 부팅하기 전에 Azure에 VM을 배포해야 합니다. 배포 단계는 Azure에서 가상 컴퓨터 배포를 참조하
십시오.

Azure에서 가상 컴퓨터 배포
Azure에서 VM을 배포하기 전에 Rapid Recovery Core에 하나 이상의 복구 지점이 있는 보호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
며 Core Console에서 연속 내보내기(가상 대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연속 내보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로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을(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Core와 관련하여 저장소 용량이 충
분한 Azure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Azure에 대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가상 대기를 설정하는 경우 모든 백업 스냅숏마다 최신 백업 정보를 Core에서
Azure 계정으로 지속적으로 내보냅니다. 이 프로세스는 업데이트된 백업 정보와 함께 이전의 내보내기 파일 집합
을 덮어씁니다. VM으로 가상 내보내기를 부팅하려면(예: 보호된 원래 시스템이 실패한 경우) 먼저 Core Console에
서 배포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새 컨테이너에서 부팅 가능한 VM을 생성합니다.
최신 가상 대기 내보내기 파일을 Azure에서 부팅 가능한 VM으로 배포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2.

가상 대기 창에서 Azure로 연속 내보내기에 대해 설정된 Rapid Recovery Core의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3.

배포하려는 가상 대기 시스템을 나타내는 행에서
택합니다.

4.

대상 페이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 드롭다운 메뉴에서, Azure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서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Recovery Points(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내보낼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내보내기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ESX(i)를 선택합니다.

9.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옵션)을 클릭한 다음 가상 컴퓨터 배포를 선

Azure로 배포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표 131. 가상 컴퓨터 매개 변수
옵션

설명

클라우드 서비
스 이름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 필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의미가 있는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은 Azure 계정의 리소스 그룹과 연결됩니다. Azure 관리 권한이 있
는 경우 Azure 설명서를 참조하여 적절한 계정을 생성합니다.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 계
정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Azure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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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NOTE: Microsoft Azure 구독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일반적으로 25개)에 기본 제
한이 있습니다. 구독 제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이름

기존 가상 컴퓨터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이 필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가상 컴퓨터가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새 배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대상 컨테이너

VM을 보관할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63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10. 가상 컴퓨터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32. 가상 컴퓨터 옵션
옵션

설명

가상 컴퓨터 이름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소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사용하여 3~15자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상 컴퓨터 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VM 크기를 선택합니다.
NOTE: Azure 구성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웹 사이트의 virtual
machines pricing(가상 컴퓨터 가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웹 사
이트에서 기타 유용한 참조 링크는 을(를) 참조하십시오.

끝점(원격 액세스 설
정)
이름

RemoteDesktop 또는 SSH에서 선택합니다.

프로토콜

TCP 또는 UDP에서 선택합니다.

포트

공용 및 개인 포트는 기본적으로 3389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데이터 서버 전송 포
트

공용 및 개인 포트는 기본적으로 8009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에이전트 포트

공용 및 개인 포트는 기본적으로 8006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11. 디스크 페이지에서 내보내려는 볼륨을 선택한 다음 완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고 배포를 시작합니다.
NOTE: 이벤트 페이지의 작업 보기로 배포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Azure 계정의 시스템 보기(클래식) 보기에서 새 VM을 볼 수 있습니다. VM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배포된 VM을 삭제합니다. 이
절차를 반복하여 항상 최신 가상 내보내기 파일 집합에서 VM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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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관리
Core에 연속 내보내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각 가상 내보내기에 대한 구성 매개변수가 가상 대기 페이지에 행으로 표
시됩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연속 내보내기 상태를 보고 가상 대기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에서
가상 대기를 추가하거나, 내보내기를 수행하거나, 가상 대기를 일시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연속 내보내기에 대한
요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회 내보내기가 수행되면 작업이 가상 대기 페이지의 내보내기 대기열에 나열됩니다. 이 시간 동안 1회 내보내기
작업을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NOTE: Rapid Recovery는 Windows 8,Windows 8.1, Windows 10,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및 Windows Server 2016에 대한 Hyper-V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VM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가상 대기 VM으로 가상 내보내기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가상 내보내기를 관리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1.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가상 대기)를 클릭합니다.

가상 대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저장된 내보내기 설정 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
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표 133. 가상 대기 정보
열

설명

항목 선택

요약 표에 있는 각 행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 앞에 있는 메뉴 옵션 목록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기

상태 열의 색상 영역은 가상 대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색상 원으로 커서를 가져가면 상
태 조건이 표시됩니다.

컴퓨터 이름
내보내기 유형

마지막 내보내
기

•

녹색. 가상 대기가 성공적으로 구성되고 활성화되었으며 일시 중지되지 않았습니
다. 다음 스냅숏이 완료되는 즉시 다음 내보내기가 수행됩니다.

•

노란색. 가상 대기가 일시 중지되었지만 매개변수는 Core에 정의되고 저장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송 후에 내보내기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고
상태가 변경될 때까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새로운 내보내기가 없습니다.

소스 컴퓨터의 이름.
내보내기 유형을 보려면
을 클릭합니다. 내보내기를 위한 가상 컴퓨터 플랫폼 유형(예:
ESXi, VMware Workstation, Hyper-V, VirtualBox 또는 Azure)을 보여 줍니다.
내보내기 유형을 보려면
다.

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내보내기의 날짜와 시간을 보여 줍니

내보내기가 추가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내보내기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내보내기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면 해당 메시지도 표시됩니다.
대상

데이터를 내보내는 가상 컴퓨터 및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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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명

설정

(자세히 옵션)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편집. 가상 대기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수행.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

일시 중지. 가상 내보내기를 일시 중지합니다. 활성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재개. 가상 내보내기를 재개합니다. 일지 중지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거. 연속 내보내기에 대한 요구를 제거합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보낸
VM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

가상 컴퓨터 배포. Azure 연속 내보내기의 경우에만 Azure 계정에서 내보낸 파일을
부팅 가능한 VM으로 변환합니다.

표 134. 내보내기 대기열 정보
열

설명

항목 선택

요약 표에 있는 각 행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 앞에 있는 메뉴 옵션 목록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취소. 현재 1회 가상 내보내기를 취소합니다.

•

설정. 최대 동시 내보내기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기

현재 내보내기의 상태를 백분율로 보여 줍니다. 대기 중인 1회 내보내기가 없는 경우 이 열
에는 값이 없습니다.

컴퓨터 이름

소스 컴퓨터의 이름.

내보내기 유형

일정 유형
대상
2.

3.

내보내기 유형을 보려면
을 클릭합니다. 내보내기를 위한 가상 컴퓨터 플랫폼 유형(예:
ESXi, VMware, Hyper-V, VirtualBox 또는 Azure)을 보여 줍니다.
일정 유형을 보려면

을 클릭합니다. 1회 또는 연속으로 내보내기 유형을 보여 줍니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가상 컴퓨터 및 경로.

저장된 내보내기 설정을 관리하려면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편집. 가상 컴퓨터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VM 옵션 페이지를 엽니다. 여기서 내보낸 VM의 위치를 변경하
거나, VM 유형의 버전을 변경하거나, 내보내기를 위한 RAM 또는 프로세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VM
내보내기를 바로 시작하려면 최초 1회 내보내기 수행을 선택합니다.

•

수행. 새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이 옵션은 가상 대기가 일시 중지된 다음 다시 시작된 경우에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전송 후에만 내보내기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 전송을 기다리지 않으려
는 경우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시 중지. 활성 내보내기를 일시 중지합니다.

•

재개. 다음으로 예약되거나 수행된 스냅숏에서 연속 내보내기에 대한 요구를 재개합니다.

시스템에서 내보내기를 제거하려면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구성이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가상 대기 구성을 제거해도 구성 결과로 내보낸 가상
컴퓨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4.

Azure에 VM을 배포하려면 가상 컴퓨터 배포를 선택하고 Azure로 배포 마법사에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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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계정에 저장된 최신 가상 내보내기의 데이터는 연결된 Azure 계정 내에서 부팅 가능한 VM으로 배포됩
니다.
5.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내보내기 수를 관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내보내기 대기열 아래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

최대 동시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 동시에 실행할 내보내기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 숫자는 5입니다.

•

저장을 클릭합니다.

6.

현재 내보내기 대기열에 나열된 1회 또는 연속 내보내기를 취소하려면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취소를 클릭합
니다.

7.

새 가상 대기 내보내기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여 내보내기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마법사를 완료하면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의 연속 내보내기가 수행됩니다. 특정 가상 컴퓨터의 가상 대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

ESXi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

VMware Workstation에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

•

Hyper-V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

VirtualBox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

Azure로 지속적인 내보내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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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원
이 장에서는 백업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Rapid Recovery를 사용한 데이터 복원 정
보
Rapid Recovery Core는 복구 지점에서 물리적 또는 가상 컴퓨터로 즉시 데이터를 복원하고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
습니다. 복구 지점에는 블록 수준에서 캡처된 에이전트 볼륨 스냅숏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냅숏은 응용 프로그
램 인식형으로, 열려 있는 모든 트랜잭션 및 롤링 트랜잭션 로그가 완료되고 스냅숏을 만들기 전에 캐시가 디스크
로 업데이트됨을 의미합니다. Verified Recovery와 함께 응용 프로그램 인식형 스냅숏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
러 가지 유형의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및 폴더 복구

•

데이터 볼륨 복구(Live Recovery 사용)

•

Microsoft Exchange Server 및 Microsoft SQL Server용 데이터 볼륨 복구(Live Recovery 사용)

•

Bare Metal Restore(Universal Recovery 사용)

•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에 대한 Bare Metal Restore(Universal Recovery 사용)

•

가상 컴퓨터로 필요할 때 1회 내보내기 및 지속적 내보내기
NOTE: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할 때 사용된 복구 지점은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의 일부여
야 합니다. 복구 지점 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체인 및 분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ive Recovery 이해
Live Recovery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능입니다. 보호된 시스템의 비 시스템 Windows
볼륨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Rapid Recovery Core의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Restore Wizard의 Live Recovery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가동 중지 시간 없이 비즈니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
습니다. 복원 중 Live Recovery를 사용하면 Rapid Recovery가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계속 복원하는 동안에도
데이터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복원할 데이터가 테라바이트 크기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
에 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는 고유한 블록 기반 백업 및 복구 기술을 사용하여 복구 프로세스 동안에도 대상 서버에 전
체 사용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블록은 원활한 복구를 위해 요청 시에 복원됩니다.
Live Recovery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Rapid Recovery Core에 의해 보호되는 물리적 및 가상 컴퓨터에 적용됩니
다.
•

Live Recovery는 비 시스템 Windows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및 시스템 예약 파티션은
Live Recovery를 사용하여 복원할 수 없습니다.

•

Live Recovery는 Rapid Recovery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Windows 기반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
트 없는 볼륨 또는 Linux 볼륨은 Live Recovery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Live Recovery는 백업 파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서버를 즉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비 시스템 볼륨 복원 도중
Rapid Recovery는 볼륨 메타데이터를 운영 체제에 즉시 제공하여 필요 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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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의 데이터베이스 볼륨이 손상되면, Live Recovery가 볼륨, 데이터베이스 및
Exchange 서비스를 바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즈니스 작업을 즉시 계속할 수 있습니다.
Live Recovery가 시작되면 복원된 볼륨 및 해당 내용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Rapid Recovery Core는 볼륨,
해당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이미 다시 사용되고 있어도 계속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복원합니
다. 특정 데이터를 요청한 경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즉시 해당 데이터 복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기능 덕분에 가장 까다로운 서비스 수준 계약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ive Recovery가 시작되면, 대상 볼륨의 메타데이터(디렉터리 구조, 보안 설명자, NTFS 파일 특성, 사용 가능한 공
간 맵 등)가 보호된 시스템에 빠르게 복원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볼륨 및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Rapid Recovery 에이전트는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서 데이터 블록의 복원과 대상 볼륨에 블록 쓰기를 시
작합니다.
아직 복원되지 않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프로그램이나 블록이 방금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스템
을 사용하여 즉시 응답됩니다.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 복원
Windows 및 Linux 컴퓨터의 사용자 데이터가 Rapid Recovery에서 보호됩니다. 보호된 컴퓨터의 백업 내용이
Rapid Recovery Core와(과) 연결된 리포지토리에 복구 지점으로 저장됩니다. 이러한 복구 지점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시스템 이외 볼륨의 복구 지점에서 전체 볼륨을 복원하여 대상 컴퓨터의
볼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Linux Agent에서 명령줄을 사용하여 복구 지점에서 Linux 컴퓨터의 전체 볼륨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명
령줄 local_mount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의 볼륨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복원 중인 컴퓨터가 복원 프로세스에 포함된 운영 체제와 드라이버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복구 지점에서 직접 운영
체제가 있는 볼륨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복구 지점에서 시스템 볼륨(예: 보호된 컴퓨터의 C 드라이브)으로 복원하
려면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영 체제 및 구성 파일과 데이터가 포함된 복구 지점
으로부터 부팅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부팅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 컴퓨터
를 시작함으로써 복원을 완료하게 됩니다. 부트 이미지는 복원하려는 컴퓨터가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지
Linux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복구 지점에서 Windows 컴퓨터의 시스템 볼륨으로 복원하려
면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Linux 컴퓨터의 시스템 볼륨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려면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 Agent 릴리스 6.2의 보호를 받는 Linux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RAID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RAID를
복구 지점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기능이 릴리스 6.2에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는 구버전 Agent에서 확보한 스냅숏이 호환되지 않습
니다. Rapid Recovery Agent을(를) 릴리스 6.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Rapid Recovery Core에서 스냅숏
을 캡처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RAID를 새로운 스냅숏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볼륨 복원과 반대로, Windows 컴퓨터에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고 개별 폴더와 파일을 탐색하여
특정 파일 집합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을(를)
참조하십시오. 원래 파일 권한을 보존한 상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예: 파일 서버에서 사용자의 폴더를 복원
하는 경우)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및 권한 보존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의 항목에서는 실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구 지점에서 가상 컴퓨터로 보호
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 내보내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목차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 복원

292

NOTE: Windows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때 복원할 볼륨에 Windows 데이터 중복 제거가 사용하도
록 설정되어 있으면 Core 서버에서도 중복 제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R2의
일반 전송(기본 및 증분 모두)은 물론 데이터 복원, 완전 복원 및 가상 내보내기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볼
륨 유형과 백업 및 복구에 지원되지 않는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에서
"동적 및 기본 볼륨 지원 제한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검색 및 복원 기능 정보
Rapid Recovery 파일 검색 및 복원 기능을 통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에서 한 개 이상의 파일을 찾을 수 있
습니다. 그런 다음 한 개 이상의 결과를 로컬 디스크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검색 지침
Core Console의 파일 검색 페이지에 있는 선택한 시스템의 복구 지점 세트에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은 기본 및 고급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색할 복구 지점이 포함된 보호된 시스템

•

검색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서 생성된 복구 지점만으로 제한하는 시간 범위

•

검색하려는 파일의 이름 또는 마스크입니다. "?"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단일 문자로 대체하고 "*"를 사용하
여 0이나 여러 개의 문자를 대체할 수 있지만, 파일명이 구체적일수록 더 구체적인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검색하려는 디렉터리에 대한 경로 목록
NOTE: 모든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디렉터리가 없는 경우 Rapid Recovery가 지정된 보호 시
스템의 모든 볼륨을 검색합니다.

자세히 옵션 버튼에는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가 포함된 고급 그룹이 나타납니다.
•

검색 위치의 하위 디렉터리 또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재귀적으로 검색하는 옵션입니다.

•

NTFS 볼륨의 검색 속도를 증가시키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기능

•

관리 가능한 개수로 검색 결과 수를 제한하는 기능
NOTE: 빠르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생성하는 특정 검색 기준 하위 디렉터리(예: C:\work\documents
\accounting이 C:를 대신함)를 포함하면 제한된 파일 마스크(예: invoice*.pdf가 in*.*을 대신함)를
제공하므로 검색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 기능은 요청된 파일이 검색된 이후에도 복구 지점과 위치를 통해 검색이 계속 수행되므로 완료하기 전에 검색을
일시 중지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검색을 동시에 실행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
를 들어, 첫 번째 검색이 진행 중일 때 두 번째 검색을 시작하여 다른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
의 보호되는 시스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NOTE: 이전 예에서 첫 번째 검색을 일시 중단하면 두 번째 검색에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두 번째 검색을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검색을 실행하면 메모리가 집약되
고 검색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각 검색은 페이지에 탭으로 나타납니다. 검색을 완료하면 개별적으로 탭을 닫거나 한꺼번에 모두 닫을 수 있습니
다.
복원 지침
파일을 찾은 후 파일 검색 페이지에서 직접 복원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검색 및 복원 기능은 복원 기능을 Core 위치로 한정시킵니다. 보호되는 시스템에 파일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파일 찾기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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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찾기 및 복원
볼륨 대신 파일을 복원하려는 경우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여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복구 지점 간에 해당 파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날짜 범위, 디렉터리와 같은 검색 기준을 사용하여 검색 범위를 관련 복구 지점에 대한 소형
그룹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NOTE: 구체적인 검색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고 메모리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
위 디렉터리(예: C:\work\documents\accounting이 C:를 대신함)를 포함하면 제한된 파일 마스크(예:
invoice*.pdf가 in*.*을 대신함)를 제공하므로 검색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합니다.
파일을 찾은 후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아이콘 모음에서
합니다.

2.

파일 검색 페이지에서 보호되는 특정 컴퓨터의 복구 지점 내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려면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정보를 완료합니다.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파일 검색을 선택

파일 검색 페이지가 열립니다.

표 135. 파일 검색 기준
보호되는 컴퓨터의 복구 지점 내에서 파일을 찾기 위한 검색 기준입니다.

텍스트 상자

설명

컴퓨터

드롭다운 목록에서 검색하려는 보호되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NOTE: 한 번에 한 개의 보호되는 컴퓨터에서만 복구 지점을 통
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 날짜 범위

검색하려는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과 가장 최근 복구 지점의 시간과 날
짜를 지정합니다. 이 시간 범위 내에 생성된 복구 지점만 검색됩니다.
NOTE: 기본적인 시간 범위는 이전 달입니다. 예를 들어, 8월 22
일 오후 2시 04분에 검색을 수행한 경우 기본적인 날짜 범위는
2017-07-22 오후 2시 04분~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04분까지입니다.

파일 이름(*와 ? 와일드카드 사용
가능)

검색하여 복원하려는 파일 이름과 파일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와일드카
드는 알 수 없는 문자에 대한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단일 문자로 대체하고 "*"를
사용하여 0이나 여러 개의 문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디렉터리

검색을 해당 위치로만 제한하려면 보호되는 컴퓨터에 한 개 이상의 디
렉터리를 나열합니다.
NOTE: 제공된 디렉터리가 없는 경우 Rapid Recovery가 지정된
보호 컴퓨터의 모든 볼륨을 검색합니다.

3.

또는 자세히 옵션을 클릭하고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정보를 완료합니다.

표 136. 추가 파일 검색 옵션
보호되는 컴퓨터의 복구 지점 내에서 파일을 추가로 찾기 위한 검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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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하위 디렉터리 포함

3단계에 나열되어 있는 디렉터리의 모든 하위 디렉터리를 검색합니다.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NTFS 볼륨용 고속 검색 알고리즘
사용

파일 시스템 데이터 구조를 구문 분석하여 NTFS 볼륨을 탑재하지 않고
검색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소모가 줄어듭니다. 기본값을 사용합
니다.
NOTE: NTFS 볼륨을 검색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검색을 시행합니다.

검색 결과 제한
4.

결과에 표시하려는 최대 검색 결과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000입
니다.

검색 시작을 클릭합니다.
검색이 시작됩니다. 각 검색은 검색 결과에 탭으로 표시됩니다. 각 탭의 버튼을 사용하여 검색을 일시 중지하
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탭의 X를 클릭하여 검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검색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
니다.

5.

검색 결과에서 복원하려고 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6.

복원을 클릭합니다.
파일 복원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7.

위치의 경우, Core가 설치되어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복원된 파일에 대상 경로를 입력합니다.

8.

복원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파일이 보호되는 컴퓨터에 나타나는 원래 디렉터리 트리와 함께 지정된 대상 경로에 복원됩니다.

관련 개념

See also: 파일 검색 및 복원 기능 정보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사용해 Rapid Recovery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볼륨을 복원할 수 있
습니다.
NOTE: 이전 릴리스에서 이 프로세스는 롤백 수행으로 언급되었습니다.
NOTE: Rapid Recovery은(는) EISA 파티션을 사용하여 구성된 컴퓨터의 보호 및 복구를 지원합니다.
Windows Recovery Environment(Windows RE)를 사용하는 Window 8, Windows 8.1,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및 Windows Server 2016 컴퓨터로도 지원이 확장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 단추 표시줄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Rapid Recovery의 원하는 위치에서
복원
복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복원을 시작하는 경우, 복원하려는 Core의 보호된 컴퓨터를 지정한 다음
복원하려는 볼륨으로 드릴다운해야 합니다.
또는 특정 시스템의 복구 지점 페이지로 이동한 후 특정 복구 지점에 대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복원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복원을 시작하는 경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항목의 5단계부터 이 절차를 따릅
니다.
또한 명령줄에서 리눅스 컴퓨터의 복구 지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
템의 볼륨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복구 지점에서 시스템 볼륨으로 복원하거나 부트 CD를 사용하여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려면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해야 합니다. BM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를, Windows 또는
Linux 운영 체제에 대한 필수 구성요소 정보는 Windows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Linux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을(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각 운영 체제에 대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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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과 같이 Core Console에서 BMR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복원 마법사에서 BM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마법사의 해당 지점에서 시스템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Bare Metal Restore 복원 수행 절차
로 안내합니다.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복구 시점 볼륨을 복구하려면 컴퓨터가 볼륨 수준에서 Core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Core는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복구 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복구 지점에서 볼륨을 복원하십시오.
1.

보호된 컴퓨터의 볼륨을 복원하려면 Core Console로 이동하여 Rapid Recovery 단추 모음에서
릭합니다.

을클

복원

컴퓨터 복원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2.

보호된 컴퓨터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려는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복구 지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4.

복구 지점 목록에서 보호받는 컴퓨터로 복원하려는 스냅숏을 검색합니다.
•

필요한 경우 페이지 하단의 단추를 사용하여 복구 지점 추가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선택 사항) 마법사의 복구 지점 페이지에 표시되는 복구 지점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 볼륨별로 (정의된
경우) 또는 복구 지점의 생성 날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대상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대상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복원하려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복구 지점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데이터를 복원하고 복원할 볼륨에 시스템 볼륨을 포함하지 않
으려면 보호된 컴퓨터로 복구(비시스템 볼륨만)을 선택하고 대상 컴퓨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
음을 클릭합니다.
볼륨 매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단계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복구 지점에서 다른 보호된 컴퓨터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예를 들어, Machine2의 내용을
Machine1의 데이터로 변경하려면) 보호된 컴퓨터로 복구(비시스템 볼륨만)를 선택하고 목록에서 대상
컴퓨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볼륨 매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단계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복구 지점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또는 부트 CD를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로 복원하려는 경우,
BMR(Bare Metal Restore)로 간주됩니다. BM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베어 메탈 복원을(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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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BMR을 수행하는 경우 복원할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따라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러한 필수 구성 요소를 이해하려면 Windows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
건 및 Linux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을(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NOTE: 복원할 볼륨에 시스템 볼륨을 포함하려면 부트 CD를 사용하여 대상 컴퓨터에 복구를 선택
합니다. 이 옵션은 부트 CD를 작성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선택한 복구 지점의 정보가 포함된 부트 CD를 계속 만들려면
다음을 클릭한 후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로 이동합니다.

•

이미 부트 CD를 만들었으며 대상 컴퓨터가 부트 CD를 사용하여 시작된 경우 Windows 시스
템의 완전 복원 수행 항목의 8단계로 계속합니다.

복구 지점에서 시스템 볼륨(예: Machine1 에이전트 컴퓨터의 C 드라이브)으로 복원하려는 경우 BMR
로 간주됩니다. 부트 CD를 사용하여 대상 컴퓨터에 복구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부트 CD를 작성하라
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선택한 복구 지점의 정보가 포함된 부트 CD를 계속 만들려면 다
음을 클릭한 후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로 이동합니다.

▪

부트 CD를 이미 만들었으면 6단계로 진행합니다.

6.

부트 CD를 사용하여 복원할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Windows 컴퓨터에서 BM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을(를), Linux 컴퓨터에서 BM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ve DV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7.

Core 서버의 컴퓨터 복원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서 이미 대상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부트 CD가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다음 표와 같이 연결할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37. 컴퓨터 정보
텍스트 상
자

설명

IP 주소

복원하려는 컴퓨터의 IP 주소. 이 항목은 URC에 표시되는 IP 주소와 동일합니다.

인증 키

선택한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고유 암호. 이 항목은 URC에 표시되는 인증 키와 동일합니
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연결 정보가 URC와 일치하고 Core와 대상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으면 선
택한 복구 지점의 볼륨이 로드됩니다. 디스크 매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컴퓨터 복원 마법사에서 BMR을 완료하려면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 항목의 9단계로 진행합니다.
NOTE: Rapid Recovery에서는 FAT32 및 ReFS 파티션을 지원합니다. 드라이버 제한으로 지원되는 전
체 복원 및 BMR만 ReFS와 존재합니다. 복원은 사용자 모드, VM 내보내기 등에서 구현됩니다. Re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볼륨이 Core에서 보호 중인 경우 ReFS 기본 지원이 제
공되는 Window 8.1, Windows 10(Enterprise 또는 Pro만 사용 가능), Windows 2012, Windows Server
2012 R2 또는 Windows Server 2016 컴퓨터에 해당 볼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제한되고 볼륨 이미지 탑재 등이 포함된 작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
지가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됩니다. 저장 공간 디스크 구성의 Bare Metal Restore도 이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을(를) 참조하십시오.

9.

볼륨 매핑 페이지에서 복원하려는 복구 지점의 각 볼륨에 대해 적합한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을 복원
하지 않으려면 대상 볼륨 열에서 복원 안 함을 선택합니다.

10. 고급 옵션 표시를 선택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Windows 컴퓨터로 복원의 경우 Live Recovery를 사용하려면 Live Recovery를 선택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Live Recovery 인스턴트 복구 기술을 사용하면 Windows 컴퓨터의 저장된 복
구 지점에서 실제 컴퓨터 또는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를 즉시 복구하거나 복원할 수 있고,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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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저장 공간이 포함됩니다. Live Recovery는 Linux 컴퓨터 또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는 VM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원이 시작되기 전에 선택한 볼륨을 분리하려는 경우 강제 분리를 선택합니다.
CAUTION: 데이터를 복원하기 전에 강제로 분리하지 않으면 볼륨이 사용 중이라는 오류가 표
시되어 복원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데이터베이스 분리 페이지에서 복원하려는 볼륨이 Oracle, SQL 또는 Microsoft Exchange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경우 분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원이 완료된 후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다시
마운트하려면 복구 지점이 복원된 후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시 마운트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NOTE: 해당 VSS 작성기는 백업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숏을 캡처합니다. 복원이 완료된 후에
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다시 마운트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기본 옵션) 수동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경고 페이지가 표시되어 복원하려는 볼륨의 모든 프로그램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요약 페이지에서 중요!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은 선택한 볼륨을 선택한 복구 지점의 데이터로 덮어씁니
다로 복원 볼륨의 결과를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WARNING: 이 옵션은 선택한 복구 지점의 날짜와 시간 이후에 선택한 볼륨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복
원 시 손실된다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15. 마침을 클릭합니다.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서 디렉터리와 파일을 복사하여 Windows 시스템으로 붙여 넣
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복구 지점의 일부만 배포하려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와 파일을 복사할 때 복사 작업을 수행 중인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이 사용되고 붙여 넣은 디렉터리와 파일
에 적용됩니다. 원래 파일 권한을 보존한 상태에서 디렉터리와 파일을 복원하려면(예를 들어, 파일 서버에서 사용
자의 폴더를 복원하는 경우)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및 권한 보존을(를) 참조하십시
오.
1.

복원할 데이터가 포함된 복구 지점을 탑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마운트을(를) 참조하십시오.

2.

Windows 탐색기에서 마운트된 복구 지점으로 이동하여 복원할 디렉터리와 파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
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복사를 선택합니다.

3.

Windows 탐색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시스템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붙여
넣기를 선택합니다.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및 권한 보존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파일 액세스 권한을 보존한 상태로 마운트된 복구 지점에서 디렉터리와 파일을 복사
하여 Windows 시스템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서버에서 특정 사용자만 액세스하는 폴더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 권한을 사용하여 복사 및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여 복원된 파일에서 액세스를 제한하는 권한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원
한 디렉터리와 파일에 수동으로 권한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차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및 권한 보존

298

일부 파일에서 파일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Windows Server 2012 이상의 운영 체제에
서 복원을 시도하는 사용자는 권한을 사용하여 복원에 성공하려면 올바른 NTFS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탑재 지점에서 전체 NTFS 권한을 복사하려면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전체 NTFS 권한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NOTE: 권한을 사용하여 붙여넣기 명령은 Rapid Recovery Core 및 Agent 소프트웨어와 함께 설치됩니다.
Local Mount Utility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복원할 데이터가 포함된 복구 지점을 탑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마운트을(를) 참조하십시오.

2.

Windows 탐색기에서 마운트된 복구 지점으로 이동하여 복원할 디렉터리와 파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
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복사를 선택합니다.

3.

Windows 탐색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시스템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권한
을 사용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NOTE: 이 단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뉴에 권한을 사용하여 붙여넣기 명령이 비활성화되면
Windows 탐색기에서 복사할 파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2단계를 반복하여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뉴에
서 권한을 사용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활성화합니다.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 노드 복원
복원은 시스템의 볼륨을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서버 클러스터의 경우 노드 또는 시스템 수
준에서 복원을 수행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클러스터 볼륨에 대한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CCR 및 DAG(Exchange) 클러스터에 대한 복원 수행
CCR 및 DAG(Exchange) 클러스터에 대한 복원을 수행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노드를 끕니다.

2.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 및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의 볼륨 복원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
에 대한 표준 Rapid Recovery 절차를 사용하여 복원을 수행합니다.

3.

복원이 완료되면 클러스터 볼륨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마운트합니다.

4.

다른 모든 노드를 켭니다.

5.

Exchange의 경우 Exchange 관리 콘솔로 이동하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복사본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SCC(Exchange, SQL) 클러스터에 대한 복원 수행
SCC(Exchange, SQL) 클러스터에 대한 복원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노드를 끕니다.

2.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 및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의 볼륨 복원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
에 대한 표준 Rapid Recovery 절차를 사용하여 복원을 수행합니다.

3.

복원을 마친 후 클러스터 볼륨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마운트합니다.

4.

다른 모든 노드를 하나씩 켭니다.
NOTE: 쿼럼 디스크를 롤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또는 클러스터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여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아카이브에서 복원
아카이브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MR(Bare Metal Restore)의 소스로 아카이
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카이브를 연결하고 아카이브에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한 다음에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복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경우, Core Console의 아카이브 페이지에 있는 연결된 아카이브에 해당 아카이브가 표시되
며, 왼쪽 탐색 영역에서 아카이브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이름 아래에 내용이 표시됩니다. 보관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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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로 표시되므로 현재 보호되고 있는 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구 지점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즉, 복구 지점을 탑재하고 복구하려는 항목을 찾은 다음, Windows Explorer를 사용하여 항목을 복
사하여 대상 위치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아카이브를 리포지토리에 가져오는 대신 연결된 아카이브에서 복원할 때의 이점이 있습니다.
•

연결된 아카이브에서 복원하면 전체 아카이브를 리포지토리에 가져오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

또한, 아카이브를 가져올 때, 보관된 복구 지점이 리포지토리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보관된 복구 지점은 리포지토리에서 가장 오래된 항목일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 야간 작업을 진행하
는 동안 사용자의 보존 정책에 따라 롤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해당 항목이 아카이브에서 삭
제되는 것은 않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Core가 아카이브와의 연결 관계를 기억하므로 아카이브를 분리한 이후에도 나중에 아카이브를
다시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삭제하면 관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아카이브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관련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합니다.
NOTE: 연결된 아카이브에서 복원하는 절차는 롤업된 복구 지점의 아카이브가 이미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아카이브를 연결합니다.

2.

복구할 데이터가 포함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합니다.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

파일 또는 폴더와 같은 데이터를 복구 지점에서 복원합니다.

◦

전체 복구 지점을 복원합니다.

◦

복구 지점을 가상 컴퓨터로 내보냅니다.

See also: 아카이브 이해
See also: 보관함 연결
See also: 아카이브 가져오기
See also: 복구 지점 마운트
See also: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또는 파일 복원
See also: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See also: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
See also: 아카이브에서 BMR 수행

Rapid Recovery의 이메일 복원
Rapid Recovery에서 메일 복원 기능을 사용하면 보호된 Exchange Server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사서함, 폴
더 또는 항목(예: 메시지, 일정 이벤트 또는 연락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복구 폴더, 원본 소스 또는
한 개 이상의 PST 파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자세히 (...) 메뉴에서 메일 복원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열기

•

열린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 복원하기

•

데이터베이스 닫기

•

열린 데이터베이스 항목 검색하기

자세한 내용은Rapid Recovery에서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열기 및 Rapid Recovery에서 메일 항목 복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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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복원 전제 조건
메일 항목을 복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Outlook 2007 이상이 Core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Outlook에는 한 개 이상의 프로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Outlook 프로필에는 전송 및 수신 권한을 포함한 전체 컨트롤 권한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

Rapid Recovery와 연결된 Outlook 프로필의 Outlook Cached Exchange Mode 옵션이 비활성화됩니다.

•

Core 시스템이 Exchange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도메인에 있습니다.

•

필요한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열리고 Rapid Recovery Core Console.자세한 내용은Rapid Recovery에
서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열기의 메일 복원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Core 시스템에 Outlook에 대한 올바른 권한과 인스턴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Exchange Server가 Rapid
Recovery Core로 보호된 경우에도 Exchange-항목 복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열
기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Outlook 2007 이상이 Core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Core 시스템이 Exchange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도메인에 있습니다.

•

Exchange에 적절한 권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종료하지 않고 메일 항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메일 항목은 보호된
Exchange Server 시스템의 복구 지점 내 Exchange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Exchange 데이터
베이스 열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세히(...) 메뉴를 클릭한 다음 메일 복원을 클릭합니다.

2.

메일 복원 페이지에서 메일 항목이 저장된 Exchange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열기를 클
릭합니다.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열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3.

마법사의 위치 페이지에서 보호된 시스템 또는 로컬 경로(예: 현재 시스템 또는 파일 공유:)에서 데이터베이
스를 열 수 있습니다.
•

보호된 시스템에서 열기: 다음을 클릭한 후 이 작업의 다음 단계를 계속 수행합니다.

•

로컬 경로에서 열기: 위치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파일 경로

▪

로그 경로

▪

시스템 경로

4.

시스템 페이지에서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열려는 특정 시점의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열려는 Exchange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메일 복원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탐색
트리의 왼쪽에 사서함 및 폴더가 나열됩니다. 폴더 내 항목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NOTE: Rapid Recovery에서 Exchange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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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을 복원하려면 Rapid Recovery에서 메일 항목 복원을(를) 참조하십시오.

Rapid Recovery에서 메일 항목 복원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메일 복원을 완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자세한 내용은메일 복원
전제 조건
Rapid Recovery메일 복원 기능을 사용하면 보호된 Exchange Server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사서함, 폴더, 또
는 항목(예: 메시지, 캘린더 이벤트 또는 연락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은 복구 폴더, 원래 소스 또는 하
나 이상의 PST 파일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메일 항목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1.

메일 복원 페이지의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열기에서 복구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메일 복원 작업 모음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2.

복원 세션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메일 복원 마법사가 열립니다.

3.

◦

메일 항목을 처음 복원하는 경우 복원 세션의 표시 이름과 Outlook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후 복원을 위해 이 세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복원 세션을 생성한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복원 세션 사용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세션을 선택합니다.

▪

새 복원 세션 생성을 선택한 다음 복원 세션의 표시 이름과 Outlook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대상 페이지의 다음 옵션에서 복원된 항목의 대상 위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표 138. 메일 복원 대상
옵션

설명

복구 폴더에 복원

선택한 항목(폴더 계층 구조 포함)을 선택한 온라인 사서함의 복구 폴더에 복구합니다.
4단계로 이동합니다.

원래 위치에 복원

선택한 항목(폴더 계층 구조 포함)을 원래 위치한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의 이메일 상자
로 이동합니다. 5단계로 이동합니다.

PST 파일에 복원

PST(Personal Storage Table)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 PST 파일에 기록하여 선택한
항목(폴더 계층 구조 포함)을 저장합니다. 6단계로 이동합니다.

PST 파일에 복원(각 각 사서함을 PST(Personal Storage Table) 파일로 저장합니다. 6단계로 이동합니다.
사서함마다 다른 파
일)
4.

복구 폴더에 복원을 선택한 경우 구성 페이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로필을 선택하고 Outlook 주소록을 찾
아 선택한 다음 7단계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급 옵션 표시를 선택하여 다음 옵션으로 복원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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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9. 고급 메일 복원 옵션
옵션

설명

오류 처리

복원 프로세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해결 및 관리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
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삭제한 객체 복원

•

로깅 및 계속: 로그에 오류 메시지를 수집하고 복원 프로세스를 계속 합니다.

•

사용자에게 알림: 오류가 발생하면 복원을 일시 중지하고 활성 작업 모니터링 대
화 상자에 메시지를 표시하며, 복원을 계속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
니다.

•

복원 중단: 오류가 발생하면 복원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Exchange 2010, 2013 및 2016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영구적으로 삭제된 항목을 복원
합니다.
Exchange 2007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재 폴더의 취소 항목을 복원합니다.

복원 전자 메일 규칙 데이터를 백업할 당시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을 복원합니다.
5.

구성 페이지에서 원래 위치에 복원을 선택한 경우 대상 Outlook 프로필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에서 복원 유
형을 선택한 다음 7단계로 이동합니다.
◦

차이점만 복원. 복원 중인 항목이 이미 대상 폴더에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중복 항목이 없는 경우에만
복원을 완료합니다. 이 기능을 차등 복원이라고 합니다.

◦

중복 항목 만들기. 기존 항목을 덮어쓰지 않고 선택된 모든 항목을 복원하여 이전에 존재하는 항목을 중
복시킵니다.

◦

최신 버전인 경우 덮어쓰기.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에 없는 최신 항목을 복원합니다. 온라인 데이터 저장
소에는 있지만 Exchange 데이터베이스의 사본에 있는 항목보다 오래 된 항목도 복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급 옵션 표시를 선택하여 다음 옵션으로 복원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합니다.
표 140. 고급 메일 복원 옵션
옵션

설명

오류 처리

복원 프로세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해결 및 관리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
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삭제한 객체 복원

•

로깅 및 계속: 로그에 오류 메시지를 수집하고 복원 프로세스를 계속 합니다.

•

사용자에게 알림: 오류가 발생하면 복원을 일시 중지하고 활성 작업 모니터링 대
화 상자에 메시지를 표시하며, 복원을 계속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
니다.

•

복원 중단: 오류가 발생하면 복원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Exchange 2010, 2013 및 2016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영구적으로 삭제된 항목을 복원
합니다.
Exchange 2007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재 폴더의 취소 항목을 복원합니다.

복원 전자 메일 규칙 데이터를 백업할 당시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을 복원합니다.
복원 사용자 권한

공용 폴더에 설정된 사용자 지정 권한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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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NOTE: 이 옵션은 공용 폴더를 원래 위치로 복원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복원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와 함께 기본 폴더 권한이 복원됩니다.

6.

구성 페이지에서 PST 파일에 복원 또는 PST 파일에 복원(각 사서함마다 다른 파일)을 선택한 경우 다음 선
택을 완료하고 7단계로 이동합니다.
a.

프로필: 드롭다운 목록에서 Outlook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b.

기본 PST 저장소: PST 파일의 초기 대상 폴더를 찾아 선택하려면 경로를 입력하거나 기존 파일을
선택합니다.

c.

오버플로 PST 저장소(옵션): 기본 대상에 PST 파일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PST 파일에
대한 보조 대상을 선택합니다.
NOTE: 오버플로 위치를 기본 위치와 동일한 디스크에 할당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고급 옵션 표시를 선택하여 다음 옵션으로 복원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합니다.
표 141. 고급 메일 복원 옵션
옵션

설명

오류 처리

복원 프로세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해결 및 관리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
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삭제한 객체 복원

•

로깅 및 계속: 로그에 오류 메시지를 수집하고 복원 프로세스를 계속 합니다.

•

사용자에게 알림: 오류가 발생하면 복원을 일시 중지하고 활성 작업 모니터링 대
화 상자에 메시지를 표시하며, 복원을 계속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
니다.

•

복원 중단: 오류가 발생하면 복원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Exchange 2010, 2013 및 2016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영구적으로 삭제된 항목을 복원
합니다.
Exchange 2007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재 폴더의 취소 항목을 복원합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항목이 선택한 대상으로 복원됩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작업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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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 메탈 복원
이 섹션에서는 Bare Metal과 유사하거나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에서 보호된 Windows 시스템을 복원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Windows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예상대로 작동하면 서버에서 구성된 방식대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만 해당합니다. 서버 작동
이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여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는 Windows 또는 Linux 시스템에서 BMR(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BMR는 특정 시스템의 전체 소프트웨어 구성을 복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복원 작업이 서버의 데이터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포맷하고 운영 체제와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도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bare me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BMR를 수행하려면 보호 대상 시스템에서 복구 지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실
제 시스템 또는 가상 컴퓨터로 롤백합니다(복원을 수행합니다). 시스템 볼륨으로 복원을 수행하는 경우 BMR로 간
주됩니다. 복원을 수행할 경우와 부트 CD가 필요한 경우 BMR로 간주됩니다.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도록 선
택할 수 있는 다른 환경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서버 교체가 포함되며, 두 경우 모두 복구 지점에서 업그레
이드 또는 교체된 하드웨어로의 복원을 수행합니다.
Rapid Recovery는 FAT32 EFI 파티션에서 부팅되는 Windows 8, 8.1 및 Windows Server 2012, 2012 R2 운영 체제
를 보호 또는 복구할 뿐만 아니라 ReFS(Resilient File System) 볼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OTE: 저장 공간 디스크 구성의 Bare Metal Restore(Windows 8.1의 기능)도 이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 현재는 ReFS에 드라이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복원 및 BMR만 지원되므로 복원은 사용자 모드,
VM 내보내기 등에서 구현됩니다. Core가 ReFS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볼륨을 보
호하는 경우 Window 8, Windows 8.1, Windows Server 2012 또는 Windows Server 2012 R2 운영 체제가
ReFS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에 Core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제한되
고 볼륨 이미지 마운트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은(는) 다
음과 같은 경우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지원되는 Linux 운영 체제만 보호 또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Ubuntu, Red Hat Enterprise Linux,
CentOS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SLES)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 ###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BMR는 물리적 또는 가상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pid Recovery에서는 하드웨어가 유사하거나 형
식이 달라도 BMR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에서 BMR를 수행하면 운영 체제를 특정 플랫폼에서 분
리하여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유사 하드웨어에 대한 BMR 수행의 예로는 기존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또는 작동 중단된 서버를 동일한 시
스템으로 스와핑이 포함됩니다.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에 대한 BMR 수행의 예로는 다른 제조업체가 제조하거나 다른 구성을 가진 작동 중단된 시
스템 복원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부트 CD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를 디스크에 굽기, 부트 이미지의 대상
서버에서 시작, 복구 콘솔 인스턴스에 연결, 볼륨 매핑, 복구 시작,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Bare Metal
Restore가 완료되면 복원된 서버에서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로드 작업을 계속한 다음 구성에 필
요한 고유 설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Bare Metal Restore는 재해 복구 시나리오에서는 물론 서버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도 사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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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컴퓨터 복원
BMR(Bare Metal Restore)은 가상 컴퓨터에서 지원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BMR을 수행하는 것보다 VM에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에 대한 VM 내보내기 수행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BMR를 수행하려면 필수 조건을 비롯한 Windows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시스템 복원 마법사에서 BM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 절
차를 시작하고, 해당 절차에서 지시된 경우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Linux 시스템에서 BMR를 수행하려면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줄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한 BMR 수행뿐만 아니라 Core Console UI에서 BMR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
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
Windows 시스템의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Windows 부팅 이미지 만들기. 이 부트 CD ISO 이미지는 대상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며,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액세스하여 Core의 백업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용 부팅 CD 생성 이
해을(를) 참조하십시오.
◦

대상 시스템을 시작하는 물리적 미디어가 필요하면 부팅 CD ISO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송해야 합니다.
부트 CD ISO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송을(를) 참조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서든 부팅 이미지를 대상 서버로 로드하고 부팅 이미지에서 서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이 프로세스는 부트 CD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부트 CD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또한 마법사의 부트 CD 페이지에서 시작하여, 시스템 복원 마법사에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의 대상 페이지에서 부트 CD를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에 복구를 지정할
때 이 단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Windows의 Bare Metal Restore 시작. 부팅 CD로 대상 시스템을 시작한 후 BMR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BMR용 URC 사용을(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작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Core의 복구 지점에서 복원을 시작합니다.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

볼륨을 매핑합니다. 완전 복원의 디스크 매핑 방법을(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는 경우 필요한 저장소 및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부트 CD에 없으면 휴대
용 미디어 장치에서 드라이버를 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
하여 드라이버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복원 마법사에서 BMR 수행. 원하는 경우, Windows 부트 이미지를 관리하고 모든 하위 작업을 포함
하여 BMR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시스템 복원 마법사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실행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의 1~5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Bare Metal Restore 확인. Bare Metal Restore를 시작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Bare Metal Restore 확인을(를) 참조하십시오.
◦

복원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진행 상황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완료되면 복원된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복원된 대상 서버 시작

◦

BMR 프로세스 문제 해결.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대한 연결 문제 해결 및 부팅 문제 복구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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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
건
Windows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64비트 CPU Rapid Recovery 부트 CD는 Win PE 5.1 운영 체제를 포함합니다. Rapid Recovery BMR는 x86
기반 CPU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64비트 CPU에서만 BMR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요구 사항이 6.0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

복원할 시스템 백업. 복원하려는 보호된 서버의 복구 지점이 있는 작동 중인 Rapid Recovery Core가 있어야
합니다.

•

복원할 하드웨어(신규 또는 기존, 비슷한 형식 또는 다른 형식). 대상 시스템은 에이전트의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이미지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빈 CD나 DVD와 디스크 굽기 소프트웨어 또는 ISO 이미지를 만들 소프트웨어
가 있어야 합니다. UltraVNC와 같은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
하는 경우, VNC Viewer가 있어야 합니다.

•

호환 가능한 저장소 드라이버 및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는 경우 RAID,
AHCI 및 칩셋 드라이버를 비롯한 대상 시스템용 호환 저장소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가 있어
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저장 공간 및 파티션(해당하는 경우). 하드 드라이브에 소스 볼륨을 포함할 대상 시스템의 대상 파티션을 만
들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대상 파티션은 최소한 원래 소스 파티션보다 커야 합니다.

•

호환 파티션. FAT32 EFI 파티션에서 부팅되는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 Windows Server
2012 및 Windows Server 2012 R2 운영 체제는 물론, ReFS(Resilient File System) 볼륨도 보호 또는 복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UEFI 파티션은 단순 FAT32 볼륨으로 간주됩니다. 증분 전송은 완벽히 지원되고 보호됩
니다. Rapid Recovery는 자동 파티셔닝 GPT 디스크를 포함한 BMR의 UEFI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Bare Metal
Restore 복원 수행
Restore Wizard를 사용하여 Bare Metal Restore(BMR) 수행뿐만 아니라 부팅 C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BMR을 수행하려면 Windows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또는 Linux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를 상황에 따라 참조하십시오. Core Console에서 Windows 시스템에 대해
BMR을 시작하려면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시스템에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복구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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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를 통해 Windows 부팅 이미지를 관리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부팅 CD 생성을 시작합니다.

•

Core 시스템의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정의합니다.

•

복원하려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복구 환경을 선택합니다.

•

필요에 따라 복원되는 에이전트에서 네트워크 또는 UltraVNC를 사용하도록 연결 매개변수를 정의합니다.

•

필요에 따라 선택하려는 하드웨어에 드라이버를 삽입합니다.

•

필요에 따라 실제 미디어에 부팅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

부팅 CD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연결합니다.

•

볼륨을 매핑합니다.

•

Core의 선택한 복구 지점에서 Bare Metal Restore을 시작합니다.
NOTE: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BMR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시스템 복원 마법사에서 부트 CD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부트 CD 만들기 대
화 상자에서 부트 이미지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 마법사 외부에서 부트 CD 이미지 관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시스템용 부팅 CD 생성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1.

보호된 시스템의 볼륨을 복원하려면 Core Console로 이동하여 Rapid Recovery 단추 모음에서 복원을 클릭
합니다.

2.

시스템 페이지에서 복원하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복원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복구 지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시스템을 복원할 때 사용하려는 복구 지점을 선택합니다.
•

또한 표시되는 복구 지점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 볼륨별로 (정의된 경우) 또는 복구 지점의 생성 날짜별
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복구 지점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대상 페이지에서 부팅 CD를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에 복구를 선택합니다.

6.

•

복원하려는 시스템에 부팅 CD를 로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클릭한 후 6단계를 계속 수행합니다.

•

BMR 대상 시스템에 이미 부팅 CD가 로드되어 있는 경우 대상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부팅 CD가 있습
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 뒤 16단계로 이동합니다.

부팅 CD 페이지의 출력 경로 텍스트 상자에 부팅 CD ISO 이미지를 저장할 경로를 입력합니다.
NOTE: 이미지를 저장하려는 공유 드라이브의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 필요에 따라 경로에 디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예: F:\filename.iso).
NOTE: 파일 확장명은 .iso여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숫자 문자, 하이픈, 백슬래시(경로 구
분 기호로만 사용) 및 마침표(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에만 사용)만 사용합니다. 문자 a - z는 대소문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또한 대상 시스템에 대해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설정하거나 UltraVNC 기능을 추가하려면 고급 옵션 표시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BMR 대상에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한 뒤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정보
를 입력합니다.

표 142. 네트워크 연결 옵션
옵션

설명

IP 주소

복원된 시스템의 IP 주소입니다.

목차
시스템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Bare Metal Restore 복원 수행

308

옵션

설명

서브넷 마스
크

복원된 시스템의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기본 게이트
웨이

복원된 시스템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DNS
Server(DNS
서버)

복원된 시스템의 도메인 이름 서버를 지정합니다.

•

UltraVNC 계정이 있으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BMR을 완료하려는 경우 UltraVNC 추가를 선택한 뒤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43. UltraVNC 연결 자격 증명
옵션

설명

암호

UltraVNC 계정에 대한 암호입니다.

포트

BMR 대상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5900입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

복원된 시스템에 대해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합
니다.

•

UltraVNC 정보를 정의하려면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UltraVNC 추가를 선택합니다.
복구 콘솔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부트 CD 사용 중에 Microsoft 터미널 서비
스를 사용하여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표 144. UltraVNC 연결
옵션

설명

암호

이 UltraVNC 연결의 암호를 지정합니다.

포트

이 UltraVNC 연결의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 포트는 5900입니다.

10. 부트 CD 페이지에서 선택한 항목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또한 드라이버 추가 페이지에서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대상 시스템에
적절한 저장 컨트롤러와 다른 드라이버를 추가합니다.
a.

서버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풉니다.

b.

압축 유틸리티(예: WinZip)를 사용하여 각 드라이버를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c.

시스템 복원 마법사의 드라이버 추가 페이지에서 드라이버의 아카이브 추가를 클릭합니다.

d.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여 압축된 드라이버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e.

필요한 모든 드라이버를 추가할 때까지 C단계 및 D단계를 적절하게 반복합니다.

드라이버 삽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팅 CD에 드라이버 삽입하는 내용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일부 Windows 버전은 자동 드라이버 삽입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운영 체제가 호환되
지 않으면 드라이버를 C:\Program Files\AppRecovery\Core\BootCdKit\Drivers\에 수동
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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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로 부팅 CD ISO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BMR 대상 시스템을 시작한 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부팅 CD ISO 이미지에서 대상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

대상 시스템을 시작할 수 없으면 ISO 이미지를 실제 미디어(CD 또는 DVD)로 복사하고 대상 시스템에
디스크를 로드하거나 부팅 CD에서 로드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부팅 CD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NOTE: 처음 로드되는 볼륨이 부팅 CD가 되도록 대상 시스템의 BIOS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 시스템이 부팅 CD에서 시작되면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이 환경은 Rapid Recovery Core에서 직접 시스템 드라이브를 복원하거나 볼륨을 선택할 때 사용됩니
다. URC에 있는 IP 주소와 인증 키 자격 증명은 부트 CD에서 시작할 때마다 갱신됩니다.

14. Core Console에서 시스템 복원 마법사의 연결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복원하려는 시스템의 URC
인스턴스에서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45. 인증 옵션
옵션

설명

IP 주소

대상 시스템의 URC에 제공되는 IP 주소입니다.

인증 키

대상 시스템의 URC에 제공되는 인증 키입니다.

15. 다음을 클릭합니다.
16. 디스크 매핑 페이지에서 볼륨을 수동으로 매핑하려는 경우 10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볼륨을 자동으로 매
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

볼륨 매핑 드롭다운 메뉴에서 자동을 선택합니다.

b.

볼륨 목록에서 복원하려는 볼륨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은 모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
니다.

나열된 볼륨을 복원하지 않으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NOTE: 복원을 수행하려면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c.

오른쪽에서 복원 대상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d.

다음을 클릭합니다.

e.

디스크 매핑 미리 보기에서 선택한 복원 작업의 매개 변수를 검토합니다.

f.

18단계로 이동합니다.

17. 볼륨을 수동으로 매핑하려면 디스크 매핑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볼륨 매핑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동을 선택합니다.

b.

대상 열에서 복원하려는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나열된 볼륨을 복원하지 않으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NOTE: 복원을 수행하려면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18. 마침을 클릭합니다.
CAUTION: 대상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의 모든 파티션과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제거되며, 운영 체제 및
모든 데이터를 비롯하여 선택한 복구 지점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19. 복원하려는 볼륨에 Oracle, SQL Server 또는 Microsoft Exchange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분리 페이지에서 라이브 복원을 수행할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선택 사항) 복원이 완료된 후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마운트하려면 복구 지점이 복원된 후 자동
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시 마운트를 선택합니다.
20. 복원을 클릭합니다.
21. 상태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복원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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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을 시작합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
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용 부팅 CD 생성 이해
Windows에 대한 BMR(Bare Metal Restore) 작업에는 부팅 CD로 불리는 부팅 이미지가 필요하며, 이 이미지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매개 변수를 정의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이
미지를 사용하여 대상 Windows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 이 이미지를 CD 또는 DVD와 같은 실제
미디어로 전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상으로 또는 실제로 부트 이미지를 로드하고 부트 이미지에서
Windows 서버를 시작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 대한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부팅 CD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Rapid Recovery Core에서 직접 시스템 드라이브 또는 전체 서버를 복
원하는 데 사용하는 환경인 Rapid Recovery Universal Recovery Console(URC)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부팅 가능한
ISO 이미지입니다.
생성하는 부트 CD ISO 이미지는 복원 중인 시스템에 따라 조정되므로, 올바른 네트워크 및 대용량 저장소 드라이
버를 포함해야 합니다. 복구 지점이 시작된 시스템에서 다른 하드웨어로 복원하려면 부트 CD에 저장소 컨트롤러와
기타 드라이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버를 부팅 CD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팅 CD에
드라이버 삽입하는 내용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부팅 CD에 드라이버 삽입하는 내용 이해
부팅 CD 이미지는 서버의 드라이브를 인식하기 위한 저장소 드라이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Rapid Recovery Core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Windows 8.1 x64 저장소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 세트는 Windows용 부팅 CD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최신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다른 제조업체의 시스템이나 이전 시스템은
부트 CD를 만들 때 저장소 컨트롤러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를 삽입해야 합니다. 생성한 부트 CD에 복원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 URC를 사용하여 대상 컴퓨터에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부트 CD를 만들 때 대상 서버의 복구 콘솔, 네트워크 어댑터 및 저장소 간의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드라이버 삽
입이 사용됩니다.
복구 지점에서 복원되는 데이터에는 이전에 있던 하드웨어용 드라이버가 포함됩니다.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로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가 드라이브로 복원된 후 URC를 사용하여 복원할 운영 체제에 저장소
컨트롤러 드라이버도 삽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하드웨어 집합을 사용하여 복원된 운영 체제를 부팅할 수 있습니
다. 복원 후 OS가 부팅되면 OS에서 필요한 추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새 하드웨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팅 CD ISO 이미지 만들기
부팅 CD는 Rapid Recovery이(가)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하기 위해 예약한 ISO 이미지의 휴대용 저장소
위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미지는 Rapid Recovery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를 포함합
니다.
시스템에서 BMR을 수행하려면 URC를 실행하는 부팅 CD에서 시스템을 시작해야 합니다. URC를 사용하면 복원
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복구 지점 위치에 BMR 대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2.

복원할 서버가 보호되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부팅 CD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메뉴를 클릭한 후

부팅 CD 페이지에서 부팅 CD 생성을 클릭합니다.
부트 CD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부팅 CD 생성 대화 상자의 출력 경로 텍스트 상자에 부팅 CD ISO 이미지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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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파일 확장명은 .iso여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숫자 문자, 하이픈, 백슬래시(경로 구
분 기호로만 사용) 및 마침표(개별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에만 사용)만 사용합니다. 문자 a~z는 대소문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나 구두점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연결 옵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DHCP(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동적으로 얻으려면 자동으로 IP 주소 얻기를
선택합니다.

•

URC에 대한 고정 IP 주소를 지정하려면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

기본 게이트웨이

▪

DNS Server(DNS 서버)

NOTE: 이 4개의 필드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5.

복구 콘솔에 원격으로 액세스해야 하고 UltraVNC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UltraVNC 옵션에서 다음 단계를 완
료합니다.
NOTE: UltraVNC를 사용하는 동안 URC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트 CD 사용 중에 Microsoft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여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a.

UltraVNC 추가를 선택합니다.

b.

UltraVNC 암호를 입력합니다.

c.

UltraVNC 포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는 5900입니다.

NOTE: UltraVNC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UltraVNC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하
려면 http://www.uvnc.com/downloads/ultravnc/(으)로 이동하여 x64 아키텍처용 UltraVNC 버전 1.0.9.1
이상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고 winvnc.exe 파일을 C:\Program Files\AppRecovery\Core\BootCdKit
\UltraVnc_x64\에 저장합니다.
6.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알맞은 저장소 컨트롤러 및 대상 시스템에 맞는 다른
드라이버를 삽입합니다.
NOTE: 일부 Windows 버전은 자동 드라이버 삽입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운영 체제가 호환되
지 않으면 드라이버를 C:\Program Files\AppRecovery\Core\BootCdKit\Drivers\에 수동으로 저장합니
다.
a.

서버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풉니다.

b.

압축 유틸리티(예: WinZip)를 사용하여 각 드라이버를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c.

부팅 CD 생성 대화 상자의 드라이버 창에서 드라이버 아카이브 추가를 클릭합니다.

d.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여 압축된 드라이버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부팅 CD 생성 대화 상자의 드라이버 창에 드라이버 파일이 나타납니다.
e.

필요한 드라이버를 모두 추가할 때까지 c단계와 d단계를 적절하게 반복합니다.

f.

드라이버 창에서 삽입하려는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버 삽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팅 CD에 드라이버 삽입하는 내용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7.

부팅 CD 생성을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부팅 CD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8.

이 작업의 진행률을 모니터링하려면 아이콘 표시줄로 이동하여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 이벤트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
(를) 참조하십시오.
ISO 이미지 생성을 완료하면 부팅 CD 페이지에 이미지 레코드가 나타나 아이콘 표시줄에 있는 자세히 메뉴
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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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이미지에 액세스하려면 지정한 출력 경로로 이동하거나 부팅 CD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원
하는 위치로 저장한 다음 새 시스템(예: 네트워크 드라이브)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트 CD ISO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송
부팅 CD 파일을 만들면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에 ISO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고 있는
서버에서 이 이미지를 드라이브로 마운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트 CD ISO 이미지를 시스템이 시작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CD 또는 DVD 미디어로 구울 수 있습니다.
부트 CD에서 시스템을 시작하면 Universal Recovery Console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가상 컴퓨터에서 BMR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SO 이미지를 드라이브에 로드하고 해
당 VM에 대한 설정을 편집하여 해당 드라이브에서 시작합니다.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부팅 CD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는 새로 생성한 부팅 CD로 대상 서버를 부팅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연결하거나 추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는 데 크롬을 사용하려면 이더넷 컨트롤
러 및 네트워크 어댑터를 먼저 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DHCP를 사용하는 부팅 CD를 생성한 경우 IP 주소 및 암호를 캡처해야 합니다.
1.

새 서버에서 적절한 위치의 부팅 CD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 부팅 CD 이미지에서 서버를 시작하여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 및 Win PE 5.1을 로드합니다.

2.

Rapid Recovery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화면 상단에 있는 Ques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대상 시스템에 화면 상단에 3개의 아이콘 단추가 있는 파란색 Quest 화면이 표시됩니다.

시스템의 IP 주소 및 암호가 인증 아래에 나타납니다.
NOTE: 부트 CD로 시스템을 시작할 때마다 새 임시 암호가 생성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 창에 표
시된 IP 주소와 인증 창에 표시된 인증 암호를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데이터 복구 프로세스 중에 콘솔
에 다시 로그온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NOTE: 제공된 IP 주소가 없으면, 이더넷 컨트롤러 및 네트워크 어댑터를 로드합니다.
3.

IP 주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NOTE: 부트 CD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지정한 경우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해당
주소를 사용하고 이를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 화면에 표시합니다.

시스템에서 Core에 연결할 준비가 되고 복구 지점을 선택하고 Bare Metal Restore 프로세스를 계속합니다.

BMR용 URC 사용
Windows 시스템의 BMR(Bare Metal Restore)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을 복원하려면 적절한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을(를) 참조하십시오.

•

BMR 대상 Windows 시스템이 부트 CD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시
스템용 부팅 CD 생성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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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R은 선택한 복구 지점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복원 지점에는 이전 하드웨어의 드라이버가 포함됩니
다.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는 경우, 데이터가 드라이브로 복원된 후 URC를 사용하여 복원할 운영 체제에
저장소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하드웨어 세트를 사용하여 복원된 운영 체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OS를 시작한 후 OS가 새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BMR을 실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

•

완전 복원의 디스크 매핑 방법

•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로드

이 프로세스는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의 한 단계입니다.

Universal Recovery Console 도구 정보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는 BMR(Bare Metal Restore)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RC로 부팅되는 BMR 대상에서 Quest 시작 화면의 상단에 있는 중앙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Far Manager. 이 도구는 Windows 탐색기와 유사하며, BMR를 완료한 후 Windows 탐색기와 같은 자체 탐색
기능이 있는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까지 서버의 파일을 찾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크롬. 이 공개 소스 브라우저는 URC를 통해 로드된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있는 서버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

PuTTY. 이 도구는 공개 소스 터미널 에뮬레이터입니다. Rapid Recovery BMR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NAS 저장소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NAS에 있는 아카이브에서
복원하려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메모장. Windows 운영 체제에서와 같이, 서식 없는 메모를 입력하고 로그 파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

작업 관리자. Windows 운영 체제에서와 같이, 복원 프로세스 동안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서버의 성능을 모니
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레지스트리 편집기. Windows 운영 체제에서와 같이, BMR 대상의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
니다.

•

명령 프롬프트. 이 도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치할 때까지 URC 외부의 BMR 대상에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
버 로드
이 기능을 사용하면 ISO 이미지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Bare Metal Restore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버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의 한 단계로, BMR용 URC 사용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부트 CD를 만들 때 ISO 이미지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컴퓨터로 부팅한 후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저장소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는 경우 저장소 컨트롤러, RAID, AHCI, 칩셋 및 기타 드라이버가 아직 부트 CD에
없으면 해당 항목을 삽입해야 합니다. 복원 프로세스에 따라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 후에는 해당 드라이버가 있어야
운영 체제에서 대상 서버의 모든 장치를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URC를 사용하여 드라이버를 로드하려면 다음 절차 중 하나에서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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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미디어를 사용하여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드라이버 로드

•

크롬을 사용하여 URC 도중 드라이버 로드

휴대용 미디어를 사용하여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
에서 드라이버 로드
다음 작업은 다음 절차의 전제 조건입니다.
•

부팅 CD ISO 이미지 만들기

•

부트 CD ISO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송

•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다음 절차를 완료하여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데 휴대용 미디어 장치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 서버용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압축
을 풉니다.

2.

압축 유틸리티(예: WinZip)를 사용하여 각 드라이버를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3.

USB 드라이브와 같은 휴대용 미디어 장치로 드라이버의 .zip 파일을 복사하고 저장합니다..

4.

연결된 시스템에서 미디어를 제거하고 부트 대상 서버에 삽입합니다.

5.

대상 서버에서 부트 CD를 로드한 후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Quest 스플래시 화면이 나타납니다.

6.

URC를 시작하려면 Ques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7.

기타 장치 목록을 확장합니다.

URC가 열리고 부트 CD 드라이버 관리자 탭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하드웨어에 필요하지만, 부트 CD에 없는 드라이버를 보여 줍니다.
8.

목록에서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드라이버 로드를 클릭합니다.

9.

드라이버 로드 모드 선택 창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단일 드라이버 패키지 로드(드라이버가 장치 지원의 확인하지 않고 로드됨)

•

드라이버 패킷에 대한 폴더 스캔(선택한 장치의 드라이버는 선택한 폴더에서 검색)

10. 휴대용 미디어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를 확장하고 드라이버(파일 확장명 .inf)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드라이버가 현재 운영 체제 시스템으로 로드됩니다.
11. 정보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로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2. 필요에 따라 로드할 각 드라이버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크롬을 사용하여 URC 도중 드라이버 로드
다음 작업은 다음 절차의 전제 조건입니다.
•

부팅 CD ISO 이미지 만들기

•

부트 CD ISO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송

•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다음 절차를 완료하면 부트 CD에 설치되어 제공되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URC 도중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서버에서 부트 CD를 로드한 후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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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스플래시 화면이 나타납니다.
2.

URC를 시작하려면 Ques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BMR 대상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도구(중앙 아이콘)를 클릭한 다음, 크롬을 클릭합니다.

4.

크롬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5.

로컬 폴더 또는 네트워크 파일 공유와 같이 선택한 위치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6.

기타 장치 목록을 확장합니다.

URC가 열리고 부트 CD 드라이버 관리자 탭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하드웨어에 필요하지만, 부트 CD에 없는 드라이버를 보여 줍니다.
7.

목록에서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드라이버 로드를 클릭합니다.

8.

드라이버 로드 모드 선택 창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9.

•

단일 드라이버 패키지 로드(드라이버가 장치 지원 여부 확인 없이 로드됨).

•

드라이버 패킷에 대한 폴더 스캔(선택한 장치의 드라이버는 선택한 폴더에서 검색)

드라이버를 저장한 위치로 이동하고, 드라이버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드라이버가 현재 운영 체제 시스템으로 로드됩니다.

10. 정보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로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1. 필요에 따라 로드할 각 드라이버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
BMR(Bare Metal Restore) 대상 컴퓨터에서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복원하려
는 복구 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Core Console로 이동하여 로드하려는 복구 지점을 선택하고 복구 콘솔을 복원된 데이터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NOTE: 이 단계는 모든 Windows 컴퓨터에서 BMR를 수행하고 선택적으로 Linux 컴퓨터에서 BMR를 수행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의 한 단계로, BMR용 URC 사용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Core Console에서 Linux 컴퓨터에 대해 BMR를 수행하는 경우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
행의 한 단계이기도 하며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의 프로세스 중 일부입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컴퓨터 목록에서 복원하려는 보호된 컴퓨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2.

복구 지점을 클릭합니다.

3.

BMR에 대해 사용하려는 복구 지점 옆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복원을 클릭합니다.

4.

부트 CD를 사용하여 대상 컴퓨터에 복구를 선택합니다.

5.

이미 대상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부트 CD가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6.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복원하려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컴퓨터 복원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인증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표 146. 대상 컴퓨터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IP 주소

복원하려는 컴퓨터의 IP 주소. 이 항목은 URC에 표시되는 IP 주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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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인증 키

선택한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고유 암호. 이 항목은 URC에 표시되는 인증 키와 동일합
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연결 정보가 URC와 일치하고 Core와 대상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으면 선
택한 복구 지점의 볼륨이 로드되고 디스크 매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단계는 볼륨을 매핑
하는 것입니다.

8.

완전 복원의 디스크 매핑 방법(으)로 이동하여 디스크 매핑 옵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완전 복원의 디스크 매핑 방법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연결되면 복구 지점에 나열된 볼륨과 대상 하드웨어에 존재하는 볼륨 사이에 볼륨
을 매핑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볼륨 매핑이 자동으로 시도됩니다. 기본 매핑을 사용하면 대상 컴퓨터의 디스크가 지워지고
다시 파티션이 설정되며 기존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볼륨이 복구 지점에 나열된 순서대로 정렬되고 크기 등
에 따라 적절히 디스크에 볼륨이 할당됩니다. 대상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동 디스크 정렬
사용 시 파티션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디스크를 여러 볼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매
핑하는 경우 동일한 디스크를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 매핑의 경우 복원하기 전에 이미 새 컴퓨터가 제대로 포맷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컴퓨터는 시스템 예약 볼
륨을 포함한 복구 지점의 각 볼륨에 대해 별도의 파티션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MR용 URC 사용을(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디스크 매핑 옵션 중 하나의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

BMR를 위한 자동 디스크 매핑

•

BMR를 위한 수동 디스크 매핑
CAUTION: Rapid Recovery는 FAT32 및 ReFS 파티션을 지원하지만 현재는 ReFS에 드라이버 제한이 있
기 때문에 전체 복원 및 BMR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복원은 사용자 모드, VM 내보내기 등에서 구현됩니다.
Re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볼륨이 Core에서 보호 중인 경우 ReFS 기본 지원이 제
공되는 Window 8.1, Windows 10(Enterprise 또는 Pro만 사용 가능), Windows 2012, Windows Server
2012 R2 또는 Windows Server 2016 컴퓨터에 해당 볼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제
한되고 볼륨 이미지 탑재 등이 포함된 작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생 빈도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
가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됩니다.
CAUTION: 저장소 공간 디스크 구성의 완전 복원은 이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

이 작업은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의 한 단계로, BMR용 URC 사용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Core Console에서 Linux 컴퓨터의 BMR를 수행하면 이 작업이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 단계에도
포함됩니다. Linux용 Bare Metal Restore 실행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BMR를 위한 자동 디스크 매핑
이 절차를 수행하면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BMR(Bare Metal Restore) 동안 디스크를 자동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복구하려는 볼륨과 이 볼륨을 복원할 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컴퓨터 복원 마법사의 디스크 매핑 페이지에서 볼륨 매핑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의 자동을 선택합니다.

2.

왼쪽 표에서 해당 볼륨이 나열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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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일반적으로 BMR의 경우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과 시스템 볼륨을 복원해야 합니다(대부분 C:
\ 볼륨). BMR를 수행할 하나 이상의 볼륨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오른쪽 표에서 대상 컴퓨터에 볼륨을 매핑하려는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디스크 매핑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복원할 복구 지점 볼륨과 대상 볼륨의 매핑을 검토합니다.

6.

복원을 시작하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CAUTION: 복원 시작을 선택하면 대상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의 모든 파티션과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제거되며, 운영 체제 및 모든 데이터를 비롯하여 선택한 복구 지점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BMR를 위한 수동 디스크 매핑
이 절차는 복원되는 컴퓨터의 위치에 저장해야 할 디스크를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디스크를 수동으로 매핑하려면 먼저 대상 볼륨을 생성 및 포맷하기 위해 BMR 대상 컴퓨터의 명령줄에서 DiskPart
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Developer Network의 DiskPart 명령줄 옵션(Standard 7 SP1)을 참조
하십시오.
복구하려는 볼륨과 이 볼륨을 복원할 위치를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컴퓨터 복원 마법사의 디스크 매핑 페이지에서 볼륨 매핑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의 수동을 선택합니다.
NOTE: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 중인 컴퓨터의 드라이브에 볼륨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옵션
을 보거나 수동으로 볼륨을 매핑할 수 없습니다.

2.

볼륨 매핑 영역의 소스 볼륨 아래에서 소스 볼륨이 선택되었는지, 해당 볼륨이 그 아래 나열되고 선택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3.

대상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복구 지점의 BMR을 수행할 대상 볼륨에 해당하는 적절한 대상을 선택
한 다음 복원을 클릭합니다.

4.

확인 대화 상자에서 복구 지점의 소스와 복원할 대상 볼륨의 매핑을 검토합니다.

5.

복원을 시작하려면 복원 시작을 클릭합니다.
CAUTION: 복원 시작을 선택하는 경우, 대상 드라이브의 모든 기존 파티션 및 데이터가 영구히 제거되
며 운영 체제 및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선택한 복구 지점의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아카이브에서 BMR 수행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면 아카이브된 복구 지점을 사용하여 베어 메탈에서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다음 절차의 전제 조건입니다.
•

부팅 CD ISO 이미지 만들기

•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사용자가 Rapid Recovery Core에 액세스할 수 있고 복원을 위한 복구 지
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카이브에 저장된 복구 지점에서 운영 체제 미설치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어도 됩
니다. URC를 사용하면 이 아카이브가 로컬 드라이브, 네트워크 공유 또는 클라우드 계정 중 어디에 있더라도 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URC에서 아카이브에서 복원 탭을 클릭합니다.

2.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아카이브 위치를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위치 유형 선택에 따라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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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7. 위치 유형 자격 증명 옵션
위치 유형

옵션

설명

로컬

로컬 경로

아카이브의 현재 위치.

네트워크

네트워크 경로

아카이브의 현재 위치.

사용자

네트워크 공유 액세스의 사용자 이름.

암호

네트워크 공유 액세스의 암호.

클라우드 유형

클라우드 저장소 위치의 공급자.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4.

•

Microsoft Azure

•

Amazon S3

•

OpenStack 제공

•

Rackspace 클라우드 파일

•

Google Cloud

클라우드 유형을 선택한 경우, 클라우드 공급자와 관련된 자격 증명을 완료합니다.
◦

Microsoft Azure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완료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스토리지 계정 이름

▪

액세스 키

2.

컨테이너 이름은 드롭다운 목록에서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3.

클라우드 경로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

Amazon S3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액세스 키

▪

비밀 키

2.

컨테이너 이름은 드롭다운 목록에서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3.

클라우드 경로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

Powered by OpenStack 또는 Rackspace 클라우드 파일 계정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영역

▪

사용자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암호

▪

API 키

3.

텍스트 상자에, C단계에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테넌트 ID

▪

인증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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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이름

▪

클라우드 경로

Google Cloud 계정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2.

▪

인증서 파일

▪

개인 키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3.

▪

프로젝트 ID

▪

서비스 계정 이메일

컨테이너 이름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경로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컴퓨터 페이지에서 복원하려는 컴퓨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복구 지점 페이지에서 컴퓨터를 복원하는 데 사용하려는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매핑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해당 단계를 완료합니다.
볼륨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자동을 선택합니다.

•
1.

왼쪽 표에서 해당 볼륨이 나열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BMR의 경우 최소한 시스템 예약 볼륨과 시스템 볼륨을 복원해야 합니
다(대부분 C:\ 볼륨). BMR를 수행할 하나 이상의 볼륨을 선택해야 합니다.

2.
•

오른쪽 표에서 대상 컴퓨터에 볼륨을 매핑하려는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볼륨 매핑 드롭다운에서 수동을 선택합니다.
NOTE: 디스크를 수동으로 매핑하려면 먼저 대상 볼륨을 생성 및 포맷하기 위해 명령줄에서
DiskPart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Developer Network의 DiskPart 명령줄 옵션
(Standard 7 SP1)을 참조하십시오.
NOTE: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 중인 컴퓨터의 드라이브에 볼륨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옵션을 보거나 수동으로 볼륨을 매핑할 수 없습니다.
▪

9.

대상 볼륨 아래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복구 지점의 각 볼륨에 대해 적절한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

마운트 맵 경로 텍스트 상자에서 매핑 파일의 임시 저장소에 대한 대상을 입력합니다.
기본 위치는 X:\ProgramData\AppRecovery\IndexEntriesMaps입니다.
NOTE: 대상에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총 마운트 볼륨 용량을 1,024로 나눕니다. 예를 들
면 수식 (Mount volume total capacity) / 1024 = Free space, then 1 TB / 1024 = 1
GB를 사용합니다.

10. 복원을 클릭합니다.
URC가 볼륨을 새 디스크에 매핑합니다.
11. 복원을 클릭합니다.
URC가 데이터를 대상 컴퓨터에 복원합니다. 복원 진행 상태 탭에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2. 복원이 완료되면 부트 CD를 꺼냅니다.
13. BMR 대상 컴퓨터를 Windows로 부팅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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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에 드라이버 로딩
이 절차는 BMR(Bare Metal Restore) 대상의 운영 체제에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운영 체제에 드라이버를 삽입하려면 사전에 다음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부팅 CD 작성기를 사용하여 부팅 CD를 생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
팅 CD ISO 이미지 만들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BMR 대상에 부팅 CD를 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을(를) 참조하십
시오.

•

저장소와 네트워킹에 필요한 드라이버 또는 컨트롤러를 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시스템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거나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서 아카이브를 사용하여 복원을 수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복원 마법사를 사용하여 Bare Metal
Restore 복원 수행 및 아카이브에서 BMR 수행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원을 수행한 후 BMR(Bare Metal Restore) 대상의 운영 체제에 드라이버를 삽입해야 비로소 이 프로세스가 완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URC에서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선택한 BMR 절차에서 복원을 클릭한 후(필수 조건 참조), 기존 Windows 드라이버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2.

드롭다운 목록에서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URC에서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를 검색합니다.

3.

추가 드라이버를 로드하려면, 로드 수행을 클릭합니다.

4.

파일 정리 시스템을 탐색하여 압축된 드라이버 파일을 찾은 후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로드해야 할 각 추가 드라이버에 대해 3단계에서 5단계를 반복합니다.

7.

BMR 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URC에서 선택한 운영 체제에 드라이버를 로드합니다.

BMR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부팅 문제 복구을(를) 참조하십시오.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
Rapid Recovery에서 Linux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볼륨 복원을 포함한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BMR 기능은 명령줄 local_mount 유틸리티 사용 및 Core Console UI에서 지원됩니다.
CAUTION: Rapid Recovery에서는 커널이 3.10 이상인 경우에만 ext2 파티션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전 커널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호하고 백업하기 전에 모든 ext2 파티션을 ext3, ext4 또는 XFS로 변환하
십시오.
CAUTION: BMR 후 복원된 Linux 시스템을 처음으로 부팅할 때Rapid Recovery는 복원된 시스템의 기본 이
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데이터 양에 따라 증분 스냅숏을 작성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 이미지 및 증분 스냅숏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 일정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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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시스템의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Linux 부트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이 Linux Live DVD 부트 ISO 이미지는 대상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데 사용
되며,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액세스하여 Core의 백업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Linux 부트 이미지 관
리을(를) 참조하십시오.
◦

BMR에 대한 부트 이미지를 얻으려면 LiveDVD 버전이 Core 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Linux용 부트 ISO 이미지 정보와(과) Linux용 부트 ISO 이미지 다운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

대상 Linux 시스템을 시작하기 위해 실제 미디어가 필요하면 ISO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송해야 합니다.
Live DVD ISO 이미지를 미디어에 저장을(를) 참조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서든 부트 이미지를 대상 서버로 로드하고 부트 이미지에서 서버를 시작해야 합니다. Live
DV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

미디어를 로드한 후에는Rapid Recovery Core에 Linux 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
Core에서 BMR 대상에 연결을(를) 참조하십시오.

파티션을 관리합니다. Linux 시스템에서 BMR를 수행하기 전에 파티션을 만들거나 마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inux 파티션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

BMR을 수행하고 있는 Linux 시스템에는 복구 지점에 소스 볼륨과 같은 파티션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한 경우 대상 시스템에 추가 파티션을 생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드라이브에 파티션 만들기을
(를) 참조하십시오.

◦

수동으로 BMR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파티션을 마운트해야 합니다. 명령줄에서 파티션 마운트을
(를) 참조하십시오. 파티션 마운트 단계는 명령줄에서 BMR을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
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Console 내에서 BMR에 대한 자동 파티셔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티션을 마운트할 필요
가 없습니다.Rapid Recovery에서 복원되는 복구 지점에 포함된 것과 같은 파티션을 복원합니다.

•

•

Linux용 Bare Metal Restore를 실행합니다. Live DVD 부트 이미지에서 대상 시스템을 시작한 후 BMR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은 이 작업을Rapid Recover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수행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Linux용 Bare Metal Restore 실
행을(를) 참조하십시오.
◦

Core Conso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ore의 복구 지점에서 복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

Core Conso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I에서 볼륨을 매핑해야 합니다. 완전 복원의 디스크 매핑 방법을
(를) 참조하십시오.

◦

(선택 사항) 명령줄에서 복원하는 경우 screen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스크롤 기능을 개선하고 터미널 콘
솔에서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열립니다. 닫는 경우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creen 유틸리티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

local_mount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작업이 명령줄에서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을(를) 참조하십시오.

Bare Metal Restore 확인. Bare Metal Restore를 시작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Bare Metal Restore 확인을(를) 참조하십시오.
◦

복원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진행 상황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

완료되면 복원된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대상 서버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

BMR 프로세스 문제 해결.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대한 연결 문제 해결 및 부팅 문제 복구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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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
한 전제 조건
Linux 시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원할 시스템 백업. 복원하려는 보호된 서버의 복구 지점이 있는 작동 중인Rapid Recovery Core가 있어야
합니다.

•

복원할 하드웨어(신규 또는 기존, 비슷한 형식 또는 다른 형식). 대상 시스템은 에이전트의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 ##### ###를 참조하십시오.

•

Live DVD 부트 이미지. 부팅 가능한 Linux 버전을 포함한 Linux Live DVD ISO 이미지를 얻습니다. https://
licenseportal.com의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에서 다운로드합니다. Live DVD를 다운로드하는 데 문제
가 있으면Quest Data Protection Support에 문의합니다.

•

이미지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실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빈 CD나 DVD와 디스크 굽기 소프트웨어 또는
ISO 이미지를 만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

호환 가능한 저장소 드라이버 및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 다른 형식의 하드웨어로 복원하는 경우 RAID,
AHCI 및 대상 운영 체제용 칩셋 드라이버를 비롯한 대상 시스템용 호환 저장소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가 있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저장 공간 및 파티션(해당하는 경우). 하드 드라이브에 소스 볼륨을 포함할 대상 시스템의 대상 파티션을 만
들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대상 파티션은 최소한 원래 소스 파티션보다 커야 합니다.

•

경로를 복원합니다. 복원 경로(장치 파일 설명자의 경로)를 식별합니다. 장치 파일 설명자의 경로를 식별하려
면 터미널 창에서 fdisk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부트 이미지 관리
Linux의 BMR(Bare Metal Restore)을 사용하려면 Live DVD 부트 이미지가 필요하며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 Linux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
이 이미지를 CD 또는 DVD와 같은 실제 미디어로 전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상으로 또는 실제로 부
트 이미지를 로드하고 부트 이미지에서 Linux 서버를 시작합니다.
NOTE: 라이브 DVD는 이전에 Live CD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Linux 부트 이미지 관리는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입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Linux용 부트 ISO 이미지 정보

•

Live DVD ISO 이미지를 미디어에 저장

•

Live DV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

Rapid Recovery Core에서 BMR 대상에 연결

Linux용 부트 ISO 이미지 정보
Linux 시스템에 대해 BMR(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에서
Linux Live DVD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Live DVD는 Rapid Recovery에서 지원되는 모든 Linux 파
일 시스템에서 작동하며, 부팅 가능한 Linux 버전, Screen 유틸리티 및 Rapid Recovery URC(Universal Recovery
Console) 인터페이스를 포함합니다. Rapid Recovery Universal Recovery Console은 Rapid Recovery Core에서 직
접 시스템 드라이브나 전체 서버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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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파일 시스템 기준을 설정하는 여러 국가 기관
대표자들의 국제단체입니다. ISO 9660은 데이터 교환용 광 디스크 미디어에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표준으
로,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ISO 이미지는 디스크의 모든 섹터는 물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가 포함된 아카이브 파일 또는 디스크 이미지입니다.

Linux용 부트 ISO 이미지 다운로드
Linux 시스템에 대한 Bare Metal Restore를 완료하려면 Rapid Recovery 버전과 일치하는 Live DVD ISO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버전의 Live DVD는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https://licenseportal.com)에서 제공합니다.
다른 버전이 필요하면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NOTE: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 ###에 문
의하십시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Linux 부트 이미지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Live DVD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https://licenseportal.com)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3.

Linux 기반 응용 프로그램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Linux Live DVD 섹션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Live DVD ISO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OTE: 가상 컴퓨터를 복원하는 경우 이미지를 네트워크 위치에 저장한 다음 이미지와 연결된 CD 또는
DVD 드라이브에서 시작하도록 VM을 설정합니다.
5.

실제 시스템에서 복원하는 경우 부트 CD ISO 이미지를 대상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CD 또는 DVD에 굽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Live DVD ISO 이미지를 미디어에 저장을(를) 참조하십시오.

Live DVD ISO 이미지를 미디어에 저장
Linux Live DVD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에 ISO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Live DVD 이미지에서 대
상 Linux 시스템을 부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Linux 부트 이미지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1.

부트 CD ISO 이미지를 CD 또는 DVD에 굽습니다.
가상 컴퓨터에서 BMR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SO 이미지를 드라이브에 로드
하고 해당 VM에 대한 시스템 설정을 편집하여 해당 드라이브에서 시작합니다. 가상 내보내기를 사용하여
Linux VM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 내보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Live DV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Live DVD ISO 이미지를 얻은 후에는 새로 만든 Live DVD에서 Linux 시스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Linux 부트 이미지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1.

새 서버로 이동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Live DVD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Live DVD 이미지에서 서버가 시작되
도록 지정합니다.

2.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Rapid Recovery 스플래시 화면이 나타나고 시스템의 IP 주소와 인증 암호가 표시된 터미널 창이 열립니다.
NOTE: Live DVD 이미지로 시스템을 시작할 때마다 새 임시 암호가 생성됩니다.

3.

소개 화면에 표시된 IP 주소와 인증 암호를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데이터 복구 프로세스 중에 콘솔에 다시
로그온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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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Recovery Core에서 BMR 대상에 연결
Live DVD로 대상 Linux 시스템을 시작하면 Core에서 이 시스템에 연결하여 Bare Metal Restore 프로세스를 시작
할 준비가 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복원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을
(를) 참조하십시오.

•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복원 시작.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을(를) 참조하십시오.

Linux 파티션 관리
BMR을 수행할 때 데이터를 복원할 대상 드라이브는 복원할 복구 지점과 동일한 파티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파티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복원을 시작하거나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복원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경우 먼저 파티션을 마운트해야 합니다.
Linux 파티션 관리는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입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태스크

See also: 대상 드라이브에 파티션 만들기
See also: 대상 드라이브에서 파티션 포맷
See also: 명령줄에서 파티션 마운트

대상 드라이브에 파티션 만들기
BMR을 수행하는 경우 대상 드라이브는 단일 파티션으로 구성될 수 있는 새 볼륨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상 시
스템의 드라이브에 볼륨 크기를 포함하여 복구 지점과 동일한 파티션 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드라이브에 동
일한 파티션이 없는 경우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하기 전에 동일한 파티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fdisk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소스 드라이브의 파티션과 동일한 대상 드라이브에 파티션을 만듭니다.
CAUTION: 아래 절차는 예일 뿐입니다. 고객 환경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의 특성에 맞춰 사용하는
명령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Linux 파티션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1.

(선택 사항) Screen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시작되며, 시스템을 재부팅
할 때까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NOTE: 명시적으로 이를 닫았다가 다시 열려면 Screen 유틸리티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2.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관리자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한 다음 기존 디
스크 파티션을 나열합니다.
sudo fdisk -l
모든 볼륨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예에서는 분할하려는 볼륨이 /dev/sda라고 가정합니다. 볼륨이 다를 경우(예: 이전 드라이브에서는 /dev/
hda가 표시될 수 있음) 그에 따라 명령을 변경합니다.

3.
4.

새 부트 파티션을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sudo fdisk /dev/sda
새 부트 파티션을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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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n

새 기본 파티션을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p

파티션 번호를 지정하려면 파티션 번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파티션 1을 지정하려
면 1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7.

첫 번째 섹터인 2048을 사용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8.

더하기 기호와 할당량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부트 파티션에 적절한 용량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트 파티션에 500M을 할당하려면 다음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9.

+512000K

부트 파티션에 대한 부팅 가능한 플래그를 전환(파티션을 부팅 가능한 상태로 표시)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
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a

10. 해당 파티션에 부팅 가능한 플래그를 할당하려면 파티션 수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파티션 1에 부팅 가능한 플래그를 할당하려면 1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11.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디스크의 파티션을 만듭니다.
12. fdisk 유틸리티의 변경 내용을 모두 저장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w

대상 드라이브에서 파티션 포맷
대상 드라이브의 새 볼륨에 파티션을 생성하여 Bare Metal Restore를 수행한 후에는 자동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파티션을 포맷해야 이를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절차에 따라 파티션을
ext3, ext4 또는 XFS 형식으로 포맷합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파티션을 포맷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Linux 파티션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1.

(선택 사항) Screen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시작되며, 시스템을 재부팅
할 때까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NOTE: 명시적으로 이를 닫았다가 다시 열려면 Screen 유틸리티 시작을(를) 참조하십시오.

2.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관리자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한 다음 기존 디
스크 파티션을 나열합니다.
sudo fdisk -l
모든 볼륨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예에서는 포맷할 파티션이 /dev/sda1이라고 가정합니다. 볼륨이 다를 경우(예: 이전 드라이브에서는 /dev/
hda가 표시될 수 있음) 그에 따라 명령을 변경합니다.

3.

대상 파티션에 사용할 형식에 따라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ext3 형식으로 파티션을 포맷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sudo mkfs.ext3 /dev/sda1

•

ext4 형식으로 파티션을 포맷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sudo mkfs.ext4 /dev/sda1

•

XFS 형식으로 파티션을 포맷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sudo mkfs.xfs /dev/sda1
선택한 파티션이 그에 따라 포맷됩니다.

4.

필요에 따라 다른 파티션을 포맷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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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에서 파티션 마운트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을(를) 사용하여 BMR을 수행하는 경우, 먼저 대상 시스템에서 해당 파티션을 탑재
해야 합니다. Universal Recovery Console의 명령줄에서 이를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Linux 파티션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복원을 수행하기 전에 Linux 시스템에서 파티션을 마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관리자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한 다음 기존 디
스크 파티션을 나열합니다.
sudo fdisk -l
모든 볼륨 목록이 나타납니다.

2.

BMR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파티션을 마운트 디렉터리로 포맷합니다. 이는 복구 지점에 있는 볼륨과 일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운트할 볼륨이 sda1이고 마운트 디렉터리가 mnt인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3.

BMR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파티션을 마운트 디렉터리로 마운트합니다. 이는 복구 지점에 있는 볼륨과 일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운트할 볼륨이 sda1이고 마운트 디렉터리가 mnt인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mount /dev/sda1 /mnt

4.

필요에 따라 모든 필요한 볼륨을 마운트할 때까지 3단계를 반복합니다.

볼륨이 탑재되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대상 Linux 시스템으로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inux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을(를) 참조하십시오.

Linux용 Bare Metal Restore 실행
Linux 시스템의 BMR(Bare Metal Restore)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을 복원하려면 적절한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시
스템에서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을(를) 참조하십시오.

•

BMR 대상 Linux 시스템이 Live DVD 부트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부트
이미지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

복원할 Linux 시스템의 볼륨 수가 복구 지점의 볼륨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복원할지, 아니면 local_mount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복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Linux 파티션 관리을(를) 참조하십시오.

•

Core Console UI에서 복원하는 경우 BMR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적합한 복구 지점을 선택한 다음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얻은 IP 주소와 임시 암호를 지정하여 하드웨어로 복원을 시작하는 것입니
다. 그런 다음 드라이브를 매핑하고 복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입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BMR를 실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

•

완전 복원의 디스크 매핑 방법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복원하는 경우, 먼저 해당 권한을 설정하고, 볼륨을 마운트하고,
local_mount를 실행하고, 시스템 목록에서 Core에 대한 정보를 얻고, Core에 연결하고, 복구 지점 목록을 얻고,
Bare Metal로 롤백할 복구 지점을 선택하고, 복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 Screen 유틸리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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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에서 BMR를 실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Screen 유틸리티 시작

•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

Screen 유틸리티 시작
Live DVD에는 Live DVD에서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부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creen 유틸리티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Screen를 사용하면 단일 보안 셸(SSH) 세션 또는 콘솔 창을 통해 여러 셸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터미널 창에서 한 작업(마운트된 볼륨 확인 등)을 수행하고 해당 작업이 실행 중인 동안 다른 셸 인스턴
스를 열거나 해당 인스턴스로 전환하여 다른 작업(local_mount 유틸리티 실행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creen 유틸리티는 또한 뒤로 스크롤 버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면을 스크롤하여 더 많은 양의 데이터(예:
복구 지점 목록)를 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유틸리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Screen 유틸리티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reen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Live DVD로 부팅된 시스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응용 프로그램을 닫은 경우
아래 절차를 사용하여 Live DVD에서 Screen 유틸리티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시스템을 Live DVD에서 부팅했으면 터미널 창에서 screen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Screen 유틸리티가 시작됩니다.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
BMR를 수행하려는 시스템에서 Live DVD ISO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고 대상 시스템과 Bare Metal Restore를 수
행할 복구 지점 간에 볼륨 수와 크기가 일치하면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복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구성 요소는 이전의 aamount입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 UI를 사용하여 BMR를 수행하려면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을(를) 참조하십시
오.
NOTE: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복구 지점을 apidrecovery-vdisk(이전 aavdisk) 파일이 포함된 /tmp 폴더로
탑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물리적 또는 가상 BMR 대상 시스템으로 롤백할 Core의 복구 지점을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3.

Rapid Recovery local_mount 유틸리티를 루트로 실행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sudo local_mount
보호된 시스템을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lm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 표에서 설명한 대로 Rapid Recovery Core 연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명령을 입
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표 148. Rapid Recovery Core 연결 정보
텍스트 상자

설명

필수

Rapid Recovery Core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Rapid Recovery Core 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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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필수

도메인

Rapid Recovery Core의 도메인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아니요

사용자

Core 관리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예

암호

관리 사용자를 Core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예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을 표시하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의 라인 항목 번호, 호스
트 표시 이름 또는 IP 주소, ID 번호로 찾은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4.

복원하려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을 나열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복구 지점 나열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lr <machine_line_item_number>
NOTE: 이 명령에 라인 항목 번호 대신 시스템 ID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기본 및 증분 복구 지점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5.

•

라인 항목 번호

•

날짜 및 타임스탬프

•

복구 지점 내 문자화된 볼륨 목록

•

볼륨의 위치

•

복구 지점의 크기

•

끝에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시퀀스 번호가 포함된 볼륨의 ID 번호

복원을 위한 복구 지점을 선택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r <recovery_point_ID_number> <path>
CAUTION: 시스템 볼륨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NOTE: Live DVD에서 시스템을 시작한 경우 시스템 볼륨이 마운트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Core에서 ID로 지정된 볼륨 이미지를 지정된 경로로 롤백합니다. 복원 경로는 장치 파일 설명자의
경로이고 해당 항목이 마운트되는 디렉터리가 아닙니다.
NOTE: 명령에 복구 지점 ID 번호 대신 라인 번호를 지정하여 복구 지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
우 에이전트/시스템 라인 번호(lm 출력에서), 복구 지점 라인 번호 및 볼륨 문자(복구 지점 내의 문자화
된 볼륨 목록에서), 경로를 차례로 사용합니다. 예:
r <machine_line_item_number> <base_image_recovery_point_line_number>
<volume_letter> <path>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합니다. r 1 24 a /dev/sda1
이 명령에서 <path>는 실제 볼륨의 파일 설명자입니다.

6.

계속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예)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복원이 시작되면 복원 완료 상태를 알려주는 일련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NOTE: 예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local_mount.log 파일에서 해당 예외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local_mount.log 파일은 /var/log/apprecovery에 있습니다.

7.
8.

복원에 성공하면 exit를 입력하여 local_mount를 종료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는 복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에서 Bare Metal Restore 확인을(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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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의 볼륨 복원
명령줄을 사용하여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복원할 디스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 명령줄 local_m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보호된 Linux 시스템의 볼륨을 복원할 수 있습니
다.
NOTE: 이 프로세스는 이전에 롤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복구 지점을 apidrecoveryvdisk(이전 aavdisk) 파일이 포함된 /tmp 폴더로 탑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볼륨 복원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구 지점에서 볼륨 복원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CAUTION: 시스템이나 루트(/) 파티션 또는 전체 운영 체제를 복원하려면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1.
2.
3.
4.

Rapid Recoverylocal_mount 유틸리티를 루트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sudo local_mount
Rapid Recovery 탑재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보호된 시스템을 나열합니다.
lm

메시지가 표시되면 Rapid Recovery Core Core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서버의 로그온 자격 증명 즉,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을 표시하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스
템의 라인 항목 번호, 호스트/IP 주소 및 ID 번호로 찾은 보호된 시스템이 나열됩니다(예:
7d658e5f-fa08-4600-95f0-5f486bc1b6a4#de0896fd-571a-4cc5-aeed-264d2c3c72f4#f377e145dd4d-3ac3-5b15-37ce8f4913ba:2).

5.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현재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나열합니다.
lr <machine_line_item_number>
NOTE: 이 명령에 라인 항목 번호 대신 시스템 ID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기본 및 증분 복구 지점을 보여주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라인 항목 번호, 날짜/타
임스탬프, 볼륨 위치, 복구 지점의 크기 및 끝에 복구 지점을 나타내는 시퀀스 번호가 포함된 볼륨의 ID 번호
(예: "293cc667-44b4-48ab-91d8-44bc74252a4f:2")가 포함됩니다.

6.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복원할 복구 지점을 선택합니다.
r <volume_recovery_point_ID_number> <device path>
이 명령은 Core에서 ID로 지정된 볼륨 이미지를 지정된 경로로 복원합니다. 복원 경로는 장치 파일 설명자의
경로이고 해당 항목이 탑재되는 디렉터리가 아닙니다.
•

명령에 복구 지점 ID 번호 대신 라인 번호를 지정하여 복구 지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
된 시스템 라인 번호(lm 출력에서), 복구 지점 라인 번호 및 볼륨 문자, 경로를 차례로 사용합니다(예: r
<machine_line_item_number> <recovery_point_line_number> <volume_letter> <path>). 이 명령에서
<path>는 실제 볼륨의 파일 설명자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lm 출력에 세 개의 보호된 시스템이 나열되고 lr 명령을 보호된 시스템 번호 2에
대해 입력하며 23 복구 지점 볼륨 b를 디렉터리 /dev/sda5에 탑재되었던 볼륨으로 복원하려는 경우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r2 23 b /dev/sda5
NOTE: 필요한 경우 /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Live DVD를 사용하여 Bare Metal Restore를 수행
할 경우 사용자가 다른 시스템으로 복원하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Bare
Metal Restore 실행을(를) 참조하십시오.

7.

계속 진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의미하는 y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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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이 진행되면 상태를 알려주는 일련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8.

복원이 성공하면 대상이 이전에 보호되고 마운트된 경우 local_mount 유틸리티가 자동으로 커널 모듈을
마운트하고 복원된 볼륨에 다시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복원된 볼륨을 로컬 디스크로 탑재한 다음 파
일이 복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예: sudo mount 명령을 사용한 다음 ls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음).

Bare Metal Restore 확인
BMR(Bare Metal Restore)을 수행한 후 복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복원된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연결하여 복원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원
된 컴퓨터에서 시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이를 위한 문제 해결 단계가 포함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복구 진행 상황 보기

•

복원된 대상 서버 시작

•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대한 연결 문제 해결

•

부팅 문제 복구

복구 진행 상황 보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시작된 복구 지점의 데이터 복원(베어 메탈 복원 포함) 진행 상황을 보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한 후에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Core Console의
중인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

(선택 사항) 이벤트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이벤트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작업, 경고, 저널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복원된 대상 서버 시작
복원된 대상 서버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복원된 대상 서버를 시작하기 전에 복구에 성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진행 상
황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은 Windows 시스템의 완전 복원 수행의 한 단계로, Bare Metal Restore 확인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1.

대상 서버에서 Rapid Recovery Universal Recovery Console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복원된 서버에서 부트 CD를 제거하거나 부트 CD 이미지가 있는 실제 미디어를 제거합니다.

3.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재부팅을 클릭합니다.

4.

운영 체제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지정합니다.

5.

시스템에 로그온합니다. 시스템이 복구 지점에서 캡처된 상태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 대한 연결 문제 해
결
다음은 복구 지점 선택 및 BMR 시작 프로세스의 일부로 부트 CD 이미지에 연결 시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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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를 원격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오류가 표시되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URC에 표시된 IP 주소와 현재 암호가 Recovery Console 인스턴스 대화 상자에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를 복원하려는 서버에 도달하려면 Core에서 네트워크의 서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식별
이 가능한지 알려면 Core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대상 BMR 서버의 IP 주소를 ping하면 됩니다. 대상 서
버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Rapid Recovery Core의 IP 주소를 ping할 수도 있습니다.

•

Core와 대상 BMR 서버 사이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이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팅 문제 복구
다음 작업은 다음 절차의 전제 조건입니다.
•

부팅 CD ISO 이미지 만들기

•

부트 C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로드

시작 문제를 복구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에 복원하는 경우 저장소 컨트롤
러, RAID, AHCI, 칩셋 및 기타 드라이버가 부팅 CD에 없는 경우 이들 항목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버는
운영 체제에서 대상 서버의 모든 장치를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Recovery
Console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서버에서 시작 문제를 복구하려면 하려면 다음 절차
를 완료하십시오.
1.

Universal Recovery Console에서 기존 Windows 드라이버 관리자 탭을 클릭합니다.

2.

부팅 문제 복구를 클릭합니다.
대상 서버 부트 레코드의 시작 매개 변수는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명령줄에서 Bare Metal Restore 확인
Quest에서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명령줄에서 완료된 Bare Metal Restore를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

복원된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 검사 수행

•

명령줄을 사용하여 복원된 Linux 시스템을 부팅 가능하도록 만들기

복원된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 검사 수행
명령줄에서 Bare Metal Restore를 실행한 경우 복원된 볼륨에 대해 파일 시스템 검사를 수행하여 복구 지점에서 복
원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명령줄에서 Bare Metal Restore 확인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아래 작업을 수행하여 복원된 볼륨에 대해 파일 시스템 검사를 실행합니다.
1.

2.

3.

복원한 Linux 시스템의 Universal Recovery Console의 명령줄에서 해당 파티션이 마운트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df
복원된 볼륨이 마운트되지 않으면 3단계로 건너뜁니다. 복원된 볼륨이 탑재된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분리합니다.
umount <mount point>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복원된 볼륨에 대해 파일 시스템 검사를 실행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fsck -f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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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k에서 오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파일 시스템이 확인된 것입니다.
4.

mount <volume> <folder> 형식으로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해당 볼륨을 다시 한 번 마운트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볼륨 경로가 prod/sda1인 경우 탑재할 폴더가 mnt이면 다음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mount /dev/sda1 /mnt

명령줄을 사용하여 복원된 Linux 시스템을 부팅 가능하도록 만
들기
복원된 볼륨에 대해 파일 시스템 검사가 문제 없이 완료되면 부팅 가능한 파티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GNU GRUB(Grand Unified Bootloader)는 관리자가 시스템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 체제 또는 특정 커널 구
성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트 로더입니다. BMR 후에 시스템이 루트 볼륨에 대해 적합한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를 사용하도록 GRUB의 구성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루트 및 부트 볼
륨을 탑재하고 각 항목의 UUID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티션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절차는 GRUB1 또는 GRUB2를 사용하는 Linux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할 때 부트
파티션이 양호하고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GRUB 또는 GRUB2가 Linux 운영 체제와 함께 설치됩니다. Linux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버전을 사용
하여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GRUB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Linux 배포에 맞는 기본 버전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CAUTION: BMR 후 복원된 Linux 시스템을 처음으로 부팅할 때 Rapid Recovery은(는) 복원된 시스템의 기
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데이터 양에 따라 증분 스냅숏을 작성하는 것보다 많은 시
간이 걸립니다. 기본 이미지 및 증분 스냅숏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 일정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은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수행의 한 단계로, 명령줄에서 Bare Metal Restore 확인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아래 작업을 수행하여 명령줄을 사용해 부팅 가능한 파티션을 생성합니다.
1.

루트 볼륨을 먼저 탑재한 다음 부트 볼륨을 탑재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각 복원된 볼륨을 탑재합
니다.
a.

루트 볼륨을 탑재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mount /<restored volume[root]> /mnt

예를 들어 /dev/sda2가 루트 볼륨인 경우 mount /dev/sda2 /mnt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b.

부트 볼륨을 탑재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mount /<restored volume[boot]> /mnt/boot

예를 들어 /dev/sda1이 부트 볼륨인 경우 mount /dev/sda1 /mnt/boot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
다.
NOTE: 일부 시스템 구성은 부트 디렉터리를 루트 볼륨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볼륨 크기가 증가하면 즉, 새 Linux 시스템의 대상 볼륨이 복구 지점에 있던 볼륨보다 크면 기존 비트맵 데이
터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3.

blkid 명령을 사용하여 새 볼륨의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를 얻습니다. 다음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blkid [volume]
NOTE: ls -l /dev/disk/by-uuid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상 시스템의 새 디스크에서 BMR를 수행하는 경우, 루트 볼륨의 fstab에서 스왑 파티션을 주석 처리합니다.

5.

Live DVD가 아니라 복원된 볼륨에서 fstab 및 mtab 경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Live DVD의 경로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GRUB(Grand Unified Bootloader) 설치를 준비합니다. 각 명령 다음
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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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mount --bind /dev /mnt/dev
mount --bind /proc /mnt/proc
mount --bind /sys /mnt/sys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루트 디렉터리를 변경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chroot /mnt /bin/bash

탑재된 복구 지점 /etc/fstab 파일에서 파티션의 기존 UUID를 얻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루트(Ubuntu 및
CentOS), 부트(CentOS 및 RHEL) 또는 데이터 파티션의 UUID와 비교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less /mnt/etc/fstab
탑재된 복구 지점 /etc/mtab 파일에서 파티션의 기존 UUID를 얻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루트(Ubuntu 및
CentOS), 부트(CentOS 및 RHEL) 및 데이터 파티션의 UUID와 비교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less /mnt/etc/mtab
SLES 11을 사용할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각 명령 입력 후 Enter 키를 눌러 GRUB를 설치합니다.
grub-install --recheck /dev/sda
grub-install /dev/sda

10. Ubuntu, CentOS 6.x, RHEL 6.x 또는 Oracle Linux 6.x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GRUB 설치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grub-install /dev/sda

11. SLES 12, CentOS 7, RHEL 7 또는 Oracle 7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GRUB2 설치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grub2-install /dev/sda
12. 설치를 완료한 후 다음 업데이트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SLES의 경우:
grub-install.unsupported --recheck /dev/sda
grub-install.unsupported /dev/sda
update-grub
NOTE: Linux 배포에 update-grub 명령이 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옵션을 생략하십시오.

•

다른 배포의 경우:
grub-install /dev/sda
update-grub
NOTE: Linux 배포에 update-grub 명령이 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옵션을 생략하십시오.

13. Live DVD 디스크를 CD-ROM 또는 DVD 드라이브에서 제거하고 Linux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목차
명령줄을 사용하여 복원된 Linux 시스템을 부팅 가능하도록 만들기

334

에이징 데이터 관리
이 섹션에서는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는 에이징 스냅숏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에는 공간
을 절약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의 복구 지점 보관, 보존 정책 및 결과로 수행되는 복구 지점 롤업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에서는 리포지토리의 복구 지점을 Quest DR 백업 및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로 재
배치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롤업을 제어하는 보존 정책 관리 방법과 필요 시 롤업을 강제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데이터 보존, 보조 저장소에 계층화, 아카
이빙
Core에서 스냅숏을 캡처할 때마다 데이터를 리포지토리에 복구 지점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며 복
구 지점이 누적됩니다. Core는 보존 정책을 통해 리포지토리에서 스냅숏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야
간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특히 롤업 프로세스 중) 보존 정책을 시행하여 소비되는 저장 공간의 크기를 줄입니다. 각
복구 지점의 날짜를 최근 복구 지점 날짜와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Core는 이전 복구 지점을 롤업(결합)합니다.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은 보존 기간에 정의된 가장 오래된 기간에 도달하므로 리포지토리
의 이전 복구 지점이 지속적으로 최신 복구 지점으로 대체됩니다.
현재 Rapid Recovery릴리스 6.1.1에서는 기본 DVM 리포지토리의 복구 지점을 Quest DR 백업 및 중복 제거 어플
라이언스의 계층 리포지토리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 저장소에 복구 지점을 계층화하려면 먼저 DR 어플라이언스를 Rapid Recovery Core의 리
포지토리로 추가해야 합니다. DR에서 새 보조 계층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층화 리포
지토리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그다음으로는 보호되는 컴퓨터 수준에서 보존 정책을 지정해야 하는데, 복원 지점
에 의해 기본 리포지토리에서 보조 리포지토리로 재배치되기를 원하는 시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특히 7단계 및 10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NOTE: 복구 지점 위치에 관계없이(로컬 기본 DVM 리포지토리 또는 DR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보조 계층화
리포지토리) 보존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롤업됩니다. 이전 복구 지점을 유지하려는 경우 한 가지 방법은 아
카이브하는 것입니다. 또는 롤업을 비활성화하거나 관련 보호된 컴퓨터의 보존 기간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
결합되어 삭제되지 않도록 복구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 Core Console에서 아카이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카
이브는 생성 시점에 Core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전체 복구 지점 집합의 사본을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나중에 Core
Console에서 아카이브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의 복구 지점과는 다르게 아카이브의 복구 지점
은 롤업되지 않습니다.
아카이브는 준수 데이터를 유지하고, Core를 백업하고, 복제 데이터를 원격 복제 Core에 시드하고, Core의 공간을
절약하여 업무상 중요한 최근 트랜잭션을 보관하면서 백업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을 참조하십시오.

보존 정책 관리
보존 정책은 롤업을 시작하기 전에 복구 지점을 유지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규칙 집합입니다. 보존 정책은 시간, 일,
주, 월, 년 수에 기반하여 롤업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기본 정책은 5개
규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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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DL1000의 경우 시간당 1회 주기)마다 자주 백업할 수 있으므로 보통 보존 정책의 첫 번째 규칙은 모든 복구 지
점을 유지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5분마다 시스템을 백업하는 경우 롤업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해당
시스템의 리포지토리에 96개의 복구 지점을 저장합니다. 보존 정책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는 짧
은 시간 안에 리포지토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NOTE: 관리자는 자주 백업할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복제와 같은 기타 전송, 데이터 변경 비율, 네트워크 하드웨어, 케이
블 및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Core는 기본 보존 정책으로 사전 설정됩니다. 기본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지 설정을 사용합니다.
•

3일 동안 모든 복구 지점 유지

•

2일 동안 1시간마다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

4일 동안 1일마다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

3주 동안 1주마다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

2개월 동안 1개월마다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

X년 동안 1년마다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기본 정책에서는 비활성화됨)

이 기본 정책에 따라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의 수명은 보통 92일입니다. 기본 정책에서 해당 시작 날짜를 경과한 데
이터는 삭제됩니다.
Core 수준에서 보존 정책을 설정하면 Core가 보호하는 모든 시스템에 자동으로 정책을 적용합니다. 필요에 맞게
기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수준에서 정책을 설정하면 기본 Core 정책 이외
의 다른 보존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 기본 보존 정책 설정 구성 및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기본 보존 정책 설정 구성
Core에 대한 보존 정책은 보호된 컴퓨터의 복구 지점이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실행 중인 야간 작업의 한 가지 구성 요소로 수행되는 롤업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Core 보존 정책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보존 정책에 지정된 수명을 넘는 복구 지점은 덜 세분화된 기간을 포함하는 더 적은 복구 지점으로 "롤
업"(결합)됩니다. 야간 기준으로 보존 정책을 적용하면 오래된 백업이 지속적으로 롤업됩니다. 그 결과 해당 보존
정책에 지정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이 삭제됩니다.
소스 Core와 대상 Core에 대해 서로 다른 보존 설정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NOTE: 이 항목은 특히Rapid Recovery Core에서 보존 정책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Core에서 사용자 지정된 보존 정책 설정을 저장하면 이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
는 기본 보존 정책 설정이 구성됩니다. 개별 보호된 컴퓨터에 대해 보존 정책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으)로 이동합니다.

2.

아이콘 표시줄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설정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Core 설정 목록에서 야간 작업을 클릭합니다.

•

야간 작업 제목이 표시될 때까지 설정 페이지의 오른쪽 측면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야간 작업 Core 설정이 나타납니다.
3.

4.

에서
을 클릭합니다.
야간 작업
변경
야간 작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야간 작업 창에서 백업 데이터를 보존할 시간 간격을 지정하려면 롤업 옵션을 선택한 다음 설
정을 클릭합니다.
목차
Core 기본 보존 정책 설정 구성

336

Core의 기본 보존 정책에 대한 구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Core 보존 정책 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하려면 언제든지 구성 대화 상자 하단에서 기본값 복원을 클릭하고
예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모든 설정이 6단계의 표에 설명되어 있는 기본 값으로 복원됩니다.

6.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복구 지점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 일정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설정은 리포지토리에 저
장된 모든 복구 지점의 기본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각 추가 설정(활성화된 경우)은 복구 지점이 롤업되는
간격을 지정하여 보다 세밀한 보존 수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복구 지점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의합
니다.
보존 정책 옵션은 다음 표에서 설명됩니다.

표 149. 기본 보존 정책에 대한 일정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n [보존 기간] 동안 모든
복구 지점 유지…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의 기본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보존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한 후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3일입니
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 주, 월 및 년

...n[보존 기간] 동안 한 시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시간당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
간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 지합니다. 기본값은 2일입니다. 일, 주,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시간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하루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매일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지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합니다. 기본값은 4일입니다. 일, 주,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일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한 주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주당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지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합니다 . 기본값은 3주입니다. 주,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주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한 달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개월당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지합니다. 기본값은 2개월입니다.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월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일 년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햇수 동안 연간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지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합니다. 기본값(1년)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저장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햇수를 지정
합니다. 매년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연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
다.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은 보존 정책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보존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의 예입니다.
3일 동안 모든 복구 지점을 유지합니다.
…3일 동안 한 시간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4일 동안 하루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3주 동안 한 주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2개월 동안 한 달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1년 동안 한 달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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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은 1년 3개월입니다.
7.

보존 정책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구성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8.

야간 작업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야간 작업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정의한 보존 정책이 야간 롤업 동안 적용됩니다.
또한 보호된 개별 컴퓨터에 대해 보존 정책을 지정할 때 이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된 컴퓨터의
보존 정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
오.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
기본 DVM 리포지토리에서 계층화 리포지토리로 특정 보호된 컴퓨터의 복구 지점을 재배치하려면 계층화 리포지
토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층화 리포지토리를 정의하려면 계층화 리포지토리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은 복구 지점이 리포지토리에 저장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아래 절차의 설명에 따
라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지정하지 않는 한, 각 보호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Core에 대해 설정된 보존 정책을 사
용합니다.
AppAssure 버전 5.4.1부터 Rapid Recovery에는 소스 Core의 보호된 컴퓨터와 해당 대상 Core의 복제된 컴퓨터에
적용되는 보존 정책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보호된 컴퓨터(복제된 컴퓨터 포함)에 대해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정의하십시오.
NOTE: AppAssure 릴리스 5.3.x에서 릴리스 5.4.1로 업그레이드하는 환경 또는 Rapid Recovery Core의
모든 버전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복제된 컴퓨터의 보존 정책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먼저 소스 및 대상
Core를 AppAssure Core 릴리스 5.4.1로 업그레이드한 뒤 해당 대상 Core의 각 리포지토리에 리포지토리 검
사 작업을 수행합니다. 리포지토리 크기와 기본 저장소 시스템에 따라 이 작업을 완료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
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VM 리포지토리의 무결성 검사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DVM 리포지토리에서 무결성 검사 수행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컴퓨터 메뉴에서 수정하려는 컴퓨터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구성 설정을 표시하는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4.

5.

또한 야간 작업 링크를 클릭하여 설정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면 야간 작업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 제목 아래에서

을 클릭합니다.
변경
야간 작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백업 데이터를 보존할 시간 간격을 지정하려면 롤업 옵션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클릭합니다.
보존 정책의 구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6.

복제된 컴퓨터의 보존 정책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때 리포지토리에 대해 무결성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
의 항목이 나타나면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7단계로 건너뜁니다.
a.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면 무결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b.

예를 클릭하여 무결성 검사 작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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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리포지토리 크기에 따라 이 작업 실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리
포지토리에서 다른 작업(스냅숏, 복제, 가상 내보내기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정
보는 DVM 리포지토리의 무결성 검사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
7.

리포지토리 검사 작업에 의해 모든 하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 절차로 돌아와서 다음 단계를
계속하십시오.

구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보호된 컴퓨터에 기본 보존 정책을 사용하려면 Core의 기본 보존 정책 사용 옵션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책이 이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됩니다.

•

이 에이전트에 대해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을 정의하려면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 사용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계속합니다.

구성 대화 상자가 확장되어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 정보가 표시됩니다.
8.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복구 지점을 보존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일정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설정은 리포지토
리에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의 기본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각 추가 설정(활성화된 경우)은 복구 지점이 롤
업되는 간격을 지정하여 보다 세밀한 보존 수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복구 지점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의합니다.

표 150. 사용자 지정 보존 정책에 대한 일정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n [보존 기간] 동안 모든
복구 지점 유지…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모든 복구 지점의 기본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보존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한 후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3일입니
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 주, 월 및 년

...n[보존 기간] 동안 한 시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시간당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
간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 지합니다. 기본값은 2일입니다. 일, 주,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시간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하루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매일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지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합니다. 기본값은 4일입니다. 일, 주,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일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한 주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주당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지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합니다 . 기본값은 3주입니다. 주,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주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한 달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개월당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지합니다. 기본값은 2개월입니다. 월 및 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매월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n[보존 기간] 동안 일 년 선택된 경우 이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햇수 동안 연간 하나의 복구 지점을 유지
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합니다. 기본값(1년)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저장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햇수를 지정
합니다. 매년 최소 한 개의 복구 지점을 연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
다.
다음은 보존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의 예입니다.
3일 동안 모든 복구 지점을 유지합니다.
…3일 동안 한 시간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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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하루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3주 동안 한 주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2개월 동안 한 달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1년 동안 한 달에 하나의 복구 지점 유지
이 예에서 가장 오래된 복구 지점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점입니다.
9.

기본DVM 리포지토리에 복구 지점을 유지하려면 11단계로 넘어가십시오.

10. 복구 지점을 기본 DVM 리포지토리에서Quest DR 시리즈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저장된 보조 계층화 리포지
토리로 재배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계층화 리포지토리에 기한이 지난 복구 지점 재배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b.

기본 리포지토리에서 계층화 리포지토리로 복구 지점을 재배치하려는 기한을 지정합니다.

주, 월, 연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한은 1주일입니다.
c.

리포지토리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지정된 컴퓨터의 모든 복구 지점을 재배치할 계층화 리포지토
리를 선택합니다.

NOTE: 복구 지점 위치에 관계없이(로컬 기본 DVM 리포지토리 또는 DR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보조 계
층화 리포지토리) 보존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롤업됩니다. 이전 복구 지점을 유지하려는 경우 한 가지
방법은 아카이브하는 것입니다. 또는 롤업을 비활성화하거나 관련 보호된 컴퓨터의 보존 기간을 확장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보호된 시스템에 대해 롤업 수행
보호된 시스템 수준에서 복구 지점을 롤업하여 예약된 보존 정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보호된 시스템에서 특정 보호된 시스템 이름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선택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보호된 시스템 보기 상단에서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보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스템에 대한 보존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롤업 수행을 클릭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제거를 확인합니다.
Rapid Recovery는 보존 정책 일정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에 대한 롤업을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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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이 섹션에서는 Rapid Recovery 아카이브를 작성하는 비즈니스 케이스, 저장소 옵션 및 사용법을 포함하여 Rapid
Recovery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회성 아카이브를 작성하는 방법 또는 일정에 따라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아카이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항목에서는 예약된 아카이브를 일시 중지
하거나 편집하는 방법, 아카이브를 강제하거나 확인하는 방법, 아카이브를 첨부 또는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카이브 이해
Rapid Recovery Core는 스냅숏 데이터를 리포지토리에 저장합니다. 리포지토리가 서로 다른 저장소 기술(예:
SAN, DAS 또는 NAS)에 상주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성능 요소는 속도입니다. 리포지토리는 빠르고 비싼 단기 매
체를 사용합니다. 리포지토리가 빠르게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ore에서 보존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
면 시간 경과에 따라 복구 지점을 롤업하고 해당 지점을 새로운 백업 데이터로 대체합니다.
복구 지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역사적 의미, 법적 준수, 오프사이트 데이터 저장소 정책 실행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아카이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 범위에 지정된 시스템에 대한 리포지토리
의 복구 지점 사본입니다. 복구 지점 세트를 아카이브하면 리포지토리의 원래 복구 지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대
신, 사용자가 지정한 저장소 위치에 별도 사본으로 아카이브가 생성되었던 시간 지점에서 수집된 복구 지점을 정지
시킵니다. 리포지토리의 복구 지점과 달리 아카이브의 데이터는 롤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튼 표시줄의
옵션이나 Core Console의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생성하거나 가져오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이콘에서 접근 가능한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See also: 아카이브 생성 및 저장소 옵션
See also: 아마존의 저장소 옵션 및 아카이브
See also: 아카이브에 대한 복구 지점 체인 옵션
See also: 아카이브 액세스 방법
See also: 아카이브 사용
See also: 아카이브 만들기

아카이브 생성 및 저장소 옵션
언제든지 요청에 따라 1회 아카이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선택
한 시스템에 대한 복구 지점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추가적인 복구 지점은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
(매일, 매주 또는 매월에 따라 아카이브에 추가됩니다.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경우 저장하려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아카이브는 파일 시스템(로컬 또는 네트워크)이나 클라
우드의 저장소 계정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라우드 계정에 아카이브하기 전에 먼저Rapid Recovery Core의 저장소 계정에 자격 증명을 추가
해야 합니다. Core에서 클라우드 계정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를 참조하
십시오.
Amazon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에 아카이브를 저장하는 경우 계정을 만들 때 저장소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Amazon Glacier에 직접 보관하려면 아카이브 마법사에서 위치를 정의할 때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 저장소를 지

목차
아카이브 생성 및 저장소 옵션

341

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저장소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의 저장소 옵션 및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십시
오.
•

1회 아카이브는 읽기 전용입니다. 1회 아카이브를 생성할 때 지정한 대상 위치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

예약된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Core에서 기존 아카이브에 추가 복구 지점을 추가합니다.

•

선택한 저장소 매체가 공간 외부에서 실행되는 경우 Rapid Recovery 가 아카이브 작업을 일시 중지하여 다
른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카이브가 여러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공간에서 허용하는 다른 위
치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See also: 클라우드 계정 추가

아마존의 저장소 옵션 및 아카이브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 계정에서 데이터를 아카이브할 때 다양한 저장소 클래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각 클래스는 관련 비용, 이점 및 액세스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apid
Recovery릴리스 6.2은(는) Amazon 저장소 계정의 지원을 모든 저장소 클래스로 확장합니다. 이것은 아마존 클라
우드에서 Rapid Recovery 아카이브를 저장하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저장소 클래스와 해당 클래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리드 타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시간
프레임 내에 아카이브에 액세스하는 동시에 저장소 비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중요합니다.
NOTE: Quest은(는) Rapid Recovery 고객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여 저장소 가격 요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Amazon 또는 다른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모든 저장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mazon은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비용, 저장소 계층 정의 등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웹 사이트를 해당 정보의 기본적인 정식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은 다음과 같은 저장소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표준. 이 저장소 클래스는 자주 액세스하거나 신속하게 액세스하려고 하는 데이터용입니다. 이 클래스는 모든
Rapid Recovery 마법사, 창, 대화 상자의 기본 저장소 옵션입니다. 표준 저장소 클래스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별도
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준 - 자주 액세스하지 않음(IA). 이 저장소 클래스는 표준에 비해 경제적이며,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용입
니다. 저장소 클래스는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검색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존은 자
주 액세스하지 않음(IA) 저장소에서 30일 이전에 삭제된 개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 이 저장소 클래스는 실시간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 장기 보관용입니다. 거의 검
색하지 않는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 저장소 클래스는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검색
비용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 저장소에서 90일 이전에 삭제된 개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합니다.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에 저장된 데이터는 바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표준 검색 시간은 3~5시간 정도 소
요되며,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일괄 검색은 최대 1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검색은 최대 5분 정도 소
요될 수 있습니다. 각 검색 옵션에 따라 요금이 적용됩니다.
NOTE: 아마존의 다른 저장소 클래스와 달리, Rapid Recovery은(는)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 전용 클라우
드 계정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에서 데이터를 아카이브하려면 아마존 클라우드 계
정을 선택한 뒤 아카이브 마법사의 위치 페이지에서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 저장소 사용 옵션을 선택합
니다.
중복 저장 감소됨(RRS) 이 카테고리는 저비용 저장소 클래스이며, 표준 저장소 클래스보다 적게 중복되는 중요하
지 않은 재현 가능 데이터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저장소 클래스는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최소한의 검색 비용
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 저장된 개체의 부분 비율(아마존은 .01%라고 설명함)은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
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항상 아마존의 웹 사이트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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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이 적용됩니다.
•

Rapid Recovery 아카이브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경우 표준이 최선의 옵션일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가끔씩만 복원하려는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표준 - 자주 액세스하지 않음(IA)이 효과적입니다.

•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은 거의 복원하지 않는 아카이브된 복구 지점의 저장소에 적합합니다.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을 사용하기 좋은 예는 규정 준수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할 때입니다.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
은 아카이브 마법사에서 아카이브 옵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중요하지 않은 재현 가능 데이터 저장소의 경우 RRS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복구 지점 체인 옵션
아카이브를 생성하기 전에, 복구 지점 체인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아카이
브 마법사의 옵션 페이지에서 선택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날짜 범위를 벗어나 참조된 기본 이미지를 포함하여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구축합니다. 전체 복구 지점 체인
을 구축하도록 옵션을 선택하면 아카이브의 모든 복구 지점에 대해 전체 범위의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이 범위에는 파일 수준 복원, 볼륨 수준 복원, Bare Metal 복원이 포함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이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선택한 복구 지점에 해당하는 기본 이미지가 아카이브의 날짜 범
위보다 이전인 경우에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 아카이브의 파일 크기가 더 커집니다.

•

날짜 범위 안에 복구 지점만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절약되지만 필요한 모든 기본 이미지 아카이브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카이브에서 지정된 날짜 범위에만 복구 지점을 포함하는 경우, 아카이브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지정된 날짜 범위에 기본 이미지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전체 복구 범위 옵션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 범위 이전에 기본 이미지에 캡처된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경우,
파일 수준 복구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는 분리됩니다.

복구 지점 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체인 및 분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개념

See also: 복구 지점 체인 및 분리

관련 태스크

See also: 아카이브 만들기
See also: 예약된 아카이브 편집

아카이브 액세스 방법
아카이브된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Rapid Recovery 6.0.1 이상 버전에서 생성된 아카이브의 경우 아카이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아카
이브는 Core Console의 왼쪽 탐색 메뉴에 표시됩니다. 아카이브에서 복구 지점을 탐색하여 현재 리포지토리
에 있는 다른 복구 지점과 마찬가지로 리포지토리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해당 데이터에 동일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복구 지점을 리포지토리에 복원하여 아카이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현재 Core에서 다른 복구 지
점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apid Recovery Core은(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
고 AppAssure 및 Rapid Recovery 버전에서 아카이브 가져오기를 지원합니다.
CAUTION: Core는 아카이브에서 복구 지점의 원래 날짜를 인지하므로, 해당 기간이 보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야간 작업 중에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복구 지점을 롤업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이전 복구 지점을 유지하려는 경우 관련된 보호되는 시스템의 롤업을 비활성화하거나 보유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된 복구 지점의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Rapid Recovery 6.x 이상이면 나중에 첨부하거나 아카이
브를 가져와서 해당 복구 지점을 리포지토리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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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보관함 연결
See also: 아카이브 가져오기

아카이브 사용
아카이브가 생성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카이브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아카이브를 Core Console에 연결하고 단순 파일 또는 폴더 복구용 파일 시스템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리포지토리에 아카이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의 복구 지점이 리포지토리에서 삭제되었거나 롤업
된 경우에는 이 동작으로 복원됩니다.

•

아카이브를 Bare Metal Restore 또는 가상 컴퓨터로 내보내기를 위한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만들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일회성 또는 예약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위치에 아카이브를 만들려는 경우 먼저 클라우드 계정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일회성 아카이브는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 주문형으로 만든 아카이브입니다. 예약된 아카이브는 사용자가 마법사에
서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자동으로 반복되는 아카이브입니다. 반복적인 아카이브를 예약하는 경우 일회성 아카이
브를 반복해서 정의하는 불편함 없이 보호된 시스템에서 자주 아카이브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생성할 때,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아카이브 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에 대한 복구 지점 체인 옵션을(를) 참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단추 모음에서

아카이브를 클릭합니다.

아카이브 마법사가 열립니다.
2.

마법사의 유형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회성 아카이브

•

지속적인 아카이브(일정별)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위치 페이지의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한 뒤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표 151. 아카이브의 위치 유형 옵션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로컬

위치

아카이브가 상주할 로컬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d:\work\archive).

네트워
크

위치

아카이브가 상주할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
름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
드

목차
아카이브 만들기

344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드 계정
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Glacier 저
장소 사용

Amazon Glacier 저장소에 아카이브를 저장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아카이브의 장기 저장소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의 저장소 옵션 및
아카이브을(를) 참조하십시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아카이브하려는 보호된 시스템을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8.

9.

•

일회성 아카이브를 만들도록 선택한 경우 14단계로 건너뜁니다.

•

예약된 아카이브를 만들도록 선택한 경우 8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예약페이지의 데이터 전송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매일

•

매주

•

매월

8단계에서 선택한 항목을 기반으로 한 다음 표와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52. 데이터 전송 옵션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매일

시간

매일 아카이브를 만들 시간을 선택합니다.

매주

요일

아카이브를 자동으로 만들 요일을 선택합니다.

시간

아카이브를 만들 시간을 선택합니다.

날짜

아카이브를 자동으로 만들 매월 날짜를 선택합니다.

시간

아카이브를 만들 시간을 선택합니다.

매월

10. 또한 마법사를 완료한 뒤에 다음 예약 시간에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려는 경우 초기 아카이브 일지
중지를 선택합니다.
NOTE: 아카이브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대상 위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면 예약된 아카이브
를 일시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된 시간에 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연속 아카이브의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재활용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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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연속 아카이브 재활용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이 Core 바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의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한 데이터는 그
대로 둡니다.

완전 삭제

새 아카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증분

기존 아카이브에 복구 지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복구 지점을 비교하여 아카
이브에 이미 있는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방지합니다.

13. 연속 아카이브를 위한 옵션 페이지에서 아카이브에 복구 지점 전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구
지점 체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에 대한 복구 지점 체인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날짜 범위를 벗어나 참조된 기본 이미지를 포함하여 전체 복구 지점 체인 구축 을 선택한 뒤 17단계로
건너뜁니다.

•

"날짜 범위 안에 복구 지점만 포함"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절약되지만 필요한 모든 기본 이
미지 아카이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를 선택한 뒤 17단계로 건너뜁니다.

14. 일회성 아카이브의 옵션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54. 일회성 아카이브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최대 크기

대형 데이터 아카이브를 여러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
여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예약할 최대 공간을 선택합니다.
•

전체 대상을 선택하여 4단계에서 제공한 대상에 있는 경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가 D:\work\archive인 경우 D: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예약됩니다.

•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공간 양을 입력한 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
하여 예약할 최대 공간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NOTE: Amazon 클라우드 아카이브는 자동으로 50GB 세그먼트로 분할됩니
다.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아카이브는 200GB 세그먼트로 자동 분할됩니
다.

휴지통 작업

다음 휴지통 작업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재사용 안 함. 위치에서 기존의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위치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Rapid Recovery에서 다른 위치를 선택합니다.

•

이 Core 바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의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한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

완전 삭제. 새 아카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지웁
니다.

•

증분. 기존 아카이브에 복구 지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 지점을 비교하
여 아카이브에 이미 있는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방지합니다.

설명

아카이브를 캡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아카이브를 가
져오면 표시됩니다.

날짜 범위를 벗
어나 참조된 기
본 이미지를 포

이 옵션을 선택하여 전체 복구 지점망을 저장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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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설명

함하여 전체 복
구 지점 체인을
구축합니다.
날짜 범위 안에
복구 지점만 포
함합니다. 이렇
게 하면 공간이
절약되지만 필
요한 모든 기본
이미지 아카이
브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 이미지 없이 증분 복구 지점만 아카이브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옵션으로 인해 분리된 복구 지점이 아카이브됩니다. 또한 관련 기본 이
미지를 아카이브할 때까지 복구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복구 지점 체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에 대한 복구 지점 체인 옵션을 참조
하십시오.

15. 날짜 범위 안에 복구 지점만 포함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16. 날짜 범위 페이지에서 저장할 복구 지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캘린더 창 아래의 시계
아이콘과 캘린더 아이콘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17. 마침을 클릭합니다.
마법사가 닫힙니다.

클라우드에 아카이브
데이터의 보존 기간이 끝날 때 오래된 데이터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해당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를 아카이브할 때 저장 위치는 항상 문제입니다.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면 Core Console에서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직접 아카이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에는 Microsoft Azure, Amazon S3, 모든
OpenStack 기반 제공 업체, Rackspace 클라우드 파일 및 Google Cloud가 있습니다.
Rapid Recovery를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클라우드로 내보낼 경우 다음 절차가 포함됩니다.
•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새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클라우드 계정으로 내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 만들기을(를) 참조하십시
오.

•

아카이브를 첨부하거나 클라우드 위치에서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를 검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관함 연결 또는 아카이브 가져오기을(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예약된 아카이브 편집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여 예약된 아카이브의 세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아카이브를 편집하려
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선택합니다.

2.

아카이브 페이지의 예약된 아카이브에서 변경하려는 아카이브 옆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편집을 클
릭합니다.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아카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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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마법사가 열립니다.
3.

4.

아카이브 마법사의 위치 페이지에 있는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3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아카이브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55.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로컬

위치

아카이브가 상주할 로컬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d:\work\archive).

네트워
크

위치

아카이브가 상주할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
름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
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드 계정
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Glacier 저
장소 사용

Amazon Glacier 저장소에 아카이브를 저장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아카이브의 장기 저장소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의 저장소 옵션 및
아카이브을(를) 참조하십시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마법사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아카이브할 복구 지점이 포함된 보호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아카이브하지 않
을 시스템은 지웁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예약페이지의 데이터 전송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9.

•

매일

•

매주

•

매월

8단계에서 선택한 항목을 기반으로 한 다음 표와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56. 데이터 전송 옵션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매일

시간

매일 아카이브를 만들 시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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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매주

요일

아카이브를 자동으로 만들 요일을 선택합니다.

시간

매일 아카이브를 만들 시간을 선택합니다.

날짜

아카이브를 자동으로 만들 매월 날짜를 선택합니다.

시간

매일 아카이브를 만들 시간을 선택합니다.

매월

10. 또는,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연기하려면 초기 아카이빙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NOTE: 아카이브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대상 위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면 예약된 아카이브
를 일시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된 시간에 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옵션 페이지에서 재활용 작업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 표에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157. 아카이브 재활용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증분

기존 아카이브에 복구 지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 지점을 비교하여 아카이브에
이미 있는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방지합니다.

이 Core 바
꾸기

이 Core와 관련된 기존의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덮어쓰지만 다른 Core에 대한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완전 삭제

새 아카이브를 쓰기 전에 디렉터리에서 모든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13. 마법사의 옵션 페이지에서 아카이브에 복구 지점 전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구 지점 체인 옵
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카이브에 대한 복구 지점 체인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날짜 범위를 벗어나 참조된 기본 이미지를 포함하여 전체 복구 지점 체인을 구축합니다를 선택합니다.

•

"날짜 범위 안에 복구 지점만 포함"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절약되지만 필요한 모든 기본 이
미지 아카이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 마침을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는 변경 사항을 아카이브에 적용합니다.

예약된 아카이브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예약된 아카이브 작업이 되풀이되면 필요에 따라 이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아카이브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처럼, 예약된 아카이브 작업을 일시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니다. 또한 아카이브 만들기 절차를 수행할 때 초기에 아카이브를 일시 중지하기로 선택했다면 나중에 예약된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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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의 단계를 수행하여 예약된 아카이브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
작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다.

2.

아카이브 페이지의 예약된 아카이브 아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자세히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아카이브를 클릭합니

원하는 아카이브를 선택한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적절하게 클릭합니다.
▪

일지 중지

▪

다시 시작

원하는 아카이브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적절하게 클릭합니다.
▪

일지 중지

▪

다시 시작

아카이브 상태가 예약 열에 표시됩니다.

아카이브 작업 수행
이 절차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예약된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Rapid Recovery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하려면 Core에 예약된 아카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다.

2.

아카이브 예약의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강제로 적용할 아카이브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수
행을 클릭합니다.

자세히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아카이브를 클릭합니

Rapid Recovery은(는) 사용자가 설정한 예약된 아카이브 시간에 관 없이 해당 아카이브에 대하여 선택한 설
정에 따라 복구 지점을 아카이브합니다.

아카이브 검사
보관함을 검사하면 보관함과 해당 내용이 복원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지 확인됩니다.
보관함 검사를 수행하여 보관함에서 해당 구조의 무결성, 데이터 세그먼트, 인덱스 파일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보
관함 검사를 통해 보관함 내 필요한 모든 파일의 현재 상태와 파일의 안전 여부가 확인됩니다. 아카이브 확인을 수
행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2.

3.

4.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서
다.

자세히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아카이브를 클릭합니

페이지에서
를 클릭합니다.
아카이브
검사
아카이브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위치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3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에 따라 다음 표에서 설명된 대로 보관함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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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8. 아카이브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로컬

위치

아카이브에 대한 로컬 경로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위치

아카이브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
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공유에 대
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드 계
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
시오.

5.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이름

보관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예: Rapid Recovery-7-Archive-[만든
날짜]-[만든 시간]).

다음 표에 설명된 검사 내용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선택되어 있습니다.
NOTE: 모든 검사 내용을 선택 취소하지 마십시오. 옵션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옵션

설명

색인 파일 매핑 오프셋

보관함 내부 구조에서 모든 데이터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검사하는 옵션입니다.

구조 무결성

특정 내부 파일의 현재 상태와 보관함 폴더 구조를 확
인하는 옵션입니다. 파일 또는 폴더가 하나라도 누락
되면 검사에 실패합니다.

체크섬 무결성

보관함의 데이터 세그먼트 무결성을 검사하여 세그먼
트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옵션입니다.

6.

파일 검사를 클릭합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선택 내용에 따라 아카이브를 검사합니다.

보관함 연결
보관함을 연결하면 보관함에서 복구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려면Rapid Recovery Core 릴리스 6.0.1 이상에서 만들어진 아카이브가 이미 있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아카이브 만들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보관함을 연결하면 사용자가 제공한 보관함 이름이 왼쪽 Core Console 탐색 메뉴에 보관함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보관함에 복구 지점이 있는 보호된 시스템이 각각 보관함 메뉴 아래에 별도로 나열됩니다. 보관함의 아무 시스템
목차
보관함 연결

351

이름이나 클릭하여 해당 복구 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현재 Core에 표시된 다른 복구 지점에도 같은
동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을 연결하면 정보에 액세스하는 자격 증명도 캐시됩니다. 연결된 보관함 정의를 삭제할 때까지 보관함을 쉽
게 다시 연결하고 분리하면서 복구 지점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을 연결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니다.

아카이브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을 선택합

아카이브 연결

보관함 연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

이름 텍스트 상자에서 이 연결된 보관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 입력하는 값이 보관함 메뉴 이름으로 왼쪽 탐색 메뉴에 표시됩니다.
표시 이름의 모범 사례를 따르면 보관함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여 1~64자의 영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금
지된 문자 또는 금지된 구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4.

위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의 다음 옵션 중에서 보관함의 위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로컬

•

네트워크

•

클라우드

3단계에서 선택한 위치 유형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아카이브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59. 위치 유형 세부 정보
옵션

텍스트 상자

설명

로컬

위치

보관함의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D:\Work\Archive).

네트워크

위치

보관함의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름

네트워크 공유에 로그인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네트워크 공유에 로그인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
드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5.

컨테이너

계정에 연결된 보관함 컨테이너를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폴더 이름

보관된 데이터의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Rapid-Recovery-Archive-[만
든 날짜]-[만든 시간]).

Attach(연결)를 클릭합니다.
보관함이 이 Core에 연결되고 목차가 파일 시스템으로 탑재됩니다.

아카이브 가져오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한 번 가져오거나 아카이브를 예약하여 반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복구할 때 전체 아카이브를 지정된 위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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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이 단계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아카이브를 가져오면 아카이브가 수집된 이후
리포지토리에서 새 데이터를 교체하여 리포지토리를 아카이브의 내용으로 다시 채웁니다.
아카이브를 가져오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메뉴 표시줄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아카이브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아카이브

아카이브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마법사의 유형 가져오기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1회 가져오기

•

연속 가져오기(일정별)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위치 페이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가져오려는 아카이브의 위치를 선택한 뒤 다음 표의 설명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표 160. 가져온 아카이브의 위치 유형 옵션
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로컬

위치

아카이브가 상주할 로컬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d:\work\archive).

네트워
크

위치

아카이브가 상주할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servername\sharename).

사용자 이
름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클라우
드

NOTE: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Core Console에서 클라우드 계정
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정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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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텍스트 상
자

설명

폴더 이름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마법사의 아카이브 정보 페이지에서 아카이브에 포함된 모든 컴퓨터를 가져오려면 모든 컴퓨터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7.

선택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8.

9.

•

2단계에서 1회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6단계에서 모든 컴퓨터 가져오기를 선택한 경우 모든 컴퓨터가
Core에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로 표시됩니다. 12단계로 이동합니다.

•

2단계에서 연속 가져오기(일정 기준)를 선택하고 6단계에서 모든 컴퓨터 가져오기를 선택한 경우 최소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Core에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로 표시되지 않습니
다. 다음을 선택한 다음 9단계로 이동합니다.

•

6단계에서 모든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음을 클릭한 다음 8단계로 이동합니다.

컴퓨터 페이지에서 아키이브에서 가져오려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

2단계에서 1회 가져오기를 선택한 경우 최소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Core에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
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로 표시되지 않으면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가져오려는 각 컴퓨터에 대한 리
포지토리를 선택하고 12단계로 이동합니다.

•

모든 컴퓨터가 이미 Core에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로 표시된 경우 12단
계로 이동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리포지토리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리포지토리가 Core와 관련된 경우, 다음 표에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161. 리포지토리 옵션
옵션

설명

기존 리포지토
리 사용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Core와 현재 연결된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생
성

서버 텍스트 상자에 새 리포지토리를 저장하려는 서버 이름(예: servername 또는
localhost)을 입력한 뒤 을(를) 참조하십시오.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

◦

Core와 연결된 리포지토리가 없는 경우 새 리포지토리를 저장하려는 서버 이름(예: servername 또는
localhost)을 입력한 뒤 DVM 리포지토리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1. 2단계에서 연속 가져오기(일정 기준)를 선택한 경우 일정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 162. 일정 가져오기 옵션
옵션

설명

매일

시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위/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하려는 시간을 선택
합니다.
12시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AM 또는 PM 단추를 클릭하여 하루 중 해당하는 시간을 지정합
니다.

매주

주중 날짜를 선택하고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하려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12시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AM 또는 PM 단추를 클릭하여 하루 중 해당하는 시간을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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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매월

달의 날짜를 선택하고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하려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12시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AM 또는 PM 단추를 클릭하여 하루 중 해당하는 시간을 지정합
니다.

초기 가져
오기 일시
중지

마법사를 완료한 뒤에 다음 예약 시간에 가져오기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NOTE: 기져오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대상 위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면 예
약된 가져오기를 일시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된 시간
에 가져오기가 시작됩니다.

12. 마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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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계정
Rapid Recovery을(를) 사용하면 기존 클라우드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Rapid Recovery Core 간의
연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에는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AWS), Rackspace
를 포함한 모든 OpenStack 기반 제공 업체, Google Cloud 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전용 플랫폼으로는 AWS
GovCloud(US)와 Azure Government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급자에 대한 여러 계정을 포함하여 Core Console에
원하는 개수의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에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하는 목적은 클라우드 계정 정보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
니다.
일단 추가되면 Core 및 클라우드 계정 간의 연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시 이름 또는 자격 증명 정보를 편
집하거나, 계정 연결 옵션을 구성하거나, Rapid Recovery에서 계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Core Console에서 클라
우드 계정을 편집하거나 제거할 때 클라우드 계정 자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정 간의 연결과 Core Console
에서 액세스 여부만 변경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존 클라우드 저장소 공급자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계정, Rapid Recovery Core Console 간의
링크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Rapid Recovery에서 해당 클라우드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서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클라우드 계정 정보

•

클라우드 저장소 옵션 고려

•

클라우드 계정 추가

•

클라우드 계정 편집

•

클라우드 계정 제거

클라우드 계정 정보
Rapid Recovery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라우드 계정에서 작동합니다.
•

아카이브 1회성 아카이브 또는 지속적인 예약 아카이브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원되
는 모든 클라우드 계정 유형에 대해 지원됩니다. 클라우드에 아카이브하면 나중에 아카이브를 첨부하여 아
카이브된 복구 지점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릴리스 6.0.1 이상에서 생성된 아카이브의 경우). 모든
아카이브의 경우, 아카이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브에서 베어 메탈 복원을 수행할 수도 있습
니다.

•

가상 내보내기 Azure 클라우드 계정에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 컴퓨터의 일회성
내보내기 또는 가상 대기 VM의 연속 내보내기가 포함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계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클라우드 저장소 옵션 고려을(를) 참조하십시오.
Core 및 클라우드 계정 간에 시간 초과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계정 연결 설정 구
성을(를) 참조하십시오.
Azure 클라우드로 가상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Azure 가상 컴퓨터로 데이터 내보내기을(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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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저장소 옵션 고려
이 항목에서는 미국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아카이브를 위해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할 때 비용과 다른 요소 간의 상충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용 보안 클라우드 계정
미국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및 파트너는 증가하는 클라우드 계정 옵션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
다.Rapid Recovery은(는) 는 정부 및 관련 클라우드 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AWS GovCloud (US)Amazon Web Services는 AWS GovCloud (US)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특
정 규정 및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격리된 AWS 지역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미국 정
부 기관 및 고객이 클라우드 계정을 활용하여 민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apid Recovery은(는) AWS
GovCloud에서 Amazon S3 스토리지 계정에 대한 아카이브를 지원합니다.

•

Azure Government. Azure Government는 미국 연방, 주, 지방 및 지역 정부 기관과 파트너에게만 제공되는
미국 정부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Rapid Recovery은(는) 표준 Azure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
으로 Azure Government를 지원합니다. 예:
◦

Rapid Recovery은(는) Azure Government 및 표준 Azure 저장소 계정에 대한 아카이브를 지원합니다.

◦

Rapid Recovery 은(는) 공개 및 Azure Government 플랫폼에서 Azure 가상 컴퓨터(일회성 또는 가상 대
기)으로 가상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

Rapid Recovery은(는) 공개 또는 Azure Government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온-프레미스 Core를 복
제 대상으로 복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두 플랫폼 모두 Azure 마켓플레이스에 로그인하면 Azure
Government 마켓플레이스에서 “Rapid Recovery Replication Target”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리포지토리의 VM에 추가한 해당 VM, Azure 컴퓨팅 서비스 및 저장소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Azure
Government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백업 데이터를 복제하는 대상 Core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아카이브할 때 액세스 시간, 비용 및 편의성의 균형
사용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아카이브 및 가상 내보내기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Rapid Recovery은(는) 클라
우드 저장소 공급자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자의 저장소 클래스 지원을 계속 확대합니다. 교육을 받
은 사용자는 정책을 활용하여 데이터 아카이브 편의성, 데이터 액세스 시간 및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아카이브 또는 내보내기 전략을 고려할 때 Rapid Recovery 사용자는 데이터 저장 초기 비용, 데이
터 사용 빈도, 지정된 기간 내에 데이터 액세스 필요성, 데이터 검색과 관련된 비용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일부 공급자(예: Amazon S3)는 다양한 저장소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이 정확한 경우, 올바
른 저장소 클래스를 선택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사용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데이터
저장소 정책을 검토하여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는 클
라우드 계정으로 아카이브하거나 내보내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획 중인 가정을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공급업체의 데이터 저장 활동은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가 해
당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검색할 때 사용자 계정에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구해
야 하는 경우보다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려는 경우 Amazon S3 표준과 같은 다소 비싼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Amazon S3 저장소 클래스간에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이터 수명 주기 정책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저장소 클래스를 사용하여 새로 업로드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30일 후 표준 - 자주
액세스하지 않음(IA)으로 이동한 뒤에 다시 60일이 경과한 후 중복 저장 감소됨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아카이브 마
법사를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Amazon S3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에 명시적으로
아카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복구가 매우 드물게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액세스, 저장 기간 등과 관련된 요금을 숙지하십시오. 아마존의 저장소 옵션 및 아카이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Rapid Recovery 기능은 클라우드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Azure를 사용하여 클라우드로 가상 내보내
기를 수행하는 경우 가상 대기를 고려하십시오. 이 프로세스를 통해 Azure 클라우드에서 완전히 부팅 가능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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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 캡처된 복구 지점으로 VM 파일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온-프레미스에
서 수행되는 가상 대기와 달리 VM 파일은 필요할 때까지 부팅 가능한 VM에 배포되지 않습니다. Azure의 가상 대기
를 위한 초기 비용에는 저장소만 포함됩니다. Azure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컴퓨팅 비용
은 VM을 배포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는 VM을 스핀업하고 복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Rapid Recovery 복제 대상을 사용하여 Azure 클라우드 내에서 온-프레미스 Core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Rapid Recovery Replication Target"을 선택하여 대상 Core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Core는 컴퓨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Azure 내에서 리포지토리 스토리지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릴리스 6.2을(를) 사용하면 Government 클라우드의 복제 대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zure로 복제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Microsoft Azure# Rapid Recovery Replication Target ## ###을(를) 참
조하십시오.
이러한 클라우드 저장소 옵션을 사용하는 Rapid Recovery 사용자는 데이터 저장 초기 비용,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필요성 및 데이터 검색과 관련된 비용 간의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급업체의 데이터 저장 활동은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사
용자가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검색할 때 사용자 계정에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하지 않음(Glacier)에 데이터를 저장하
고 복구해야 하는 경우보다 복구 지점에서 복원하려는 경우 Amazon S3 표준과 같은 다소 비싼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Amazon S3 저장소 클래스간에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이터 수명 주기 정책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저장소 클래스를 사용하여 새로 업로드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30일 후 표준 - 자주
액세스하지 않음(IA)으로 이동한 뒤에 다시 60일이 경과한 후 Amazon Glacier로 이동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추가
클라우드 계정 및 Core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려면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클라우드 공급자 계정 정
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Core Console에서 클라우드 계정을 식별하고 연결 정보를 안전하게 캐싱합니다.
그런 다음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Rapid Recovery Core가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하여 지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아이콘 표시줄에서
선택합니다.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을

클라우드 계정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에서 새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계정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클라우드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선택합니다.

4.

3단계에서 선택한 클라우드 유형에 따라 다음 표에 설명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63. 클라우드 계정 세부 정보
클라우드 유형

텍스트 상자

설명

Microsoft Azure

표시 이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될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Azure Cloud Account 1).

스토리지 계정
이름

Microsoft Azure 저장소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액세스 키

계정에 대한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NOTE: 이름은 Azure의 저장소 계정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
니다. 이름은 소문자와 숫자만 포함할 수 있으며 3~24자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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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유형

텍스트 상자

설명
NOTE: 주 키 또는 보조 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Azure 계정에
서 액세스 키를 가져오려면 설정에서 키를 확인합니다.

Amazon S3

https 프로토콜
사용

표준 http 프로토콜 대신 보안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시 이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될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Amazon S3 Cloud Account 1).

액세스 키

Amazon 클라우드 계정의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비밀 키

이 계정에 대한 비밀 키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끝점

선택적으로 표준 Amazon S3 저장소 계정 이외의 S3 호환 저장소 계
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소 계정에 대한 정규화된 http 또는
https URL을 입력합니다.

저장소 클래스

S3 계정에 대한 저장소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표준

•

표준 - 자주 액세스하지 않음

•

중복 저장 감소됨

Glacier에 아카이브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나열된 저장소 클래스
를 사용하여 Amazon 클라우드 계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Glacier 저
장소를 선택하는 옵션은 아카이브 마법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저장소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저장소 옵
션 고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OpenStack 제공 표시 이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될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OpenStack Cloud Account 1).

영역

사용자 클라우드 계정의 영역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OpenStack 기반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또는 API
키

암호 또는 API 키를 사용할지 선택한 후 이 계정에 대한 선택 내용을 입
력합니다.

테넌트 ID

이 계정에 대한 테넌트 ID를 입력합니다.

인증 URL

이 계정에 대한 인증 URL를 입력합니다. 이 URL은 클라우드 인스턴스
의 기본 URL입니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Rapid Recovery Core은
(는) 기본 URL(https://identity.api.rackspacecloud.com)을 사용합니다.

Rackspace 클라 표시 이름
우드 파일
영역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될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Rackspace Cloud Account 1).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계정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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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유형

Google Cloud

5.

텍스트 상자

설명

사용자 이름

Rackspace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또는 API
키

암호 또는 API 키를 사용할지 선택한 후 이 계정에 대한 선택 내용을 입
력합니다.

테넌트 ID

이 계정에 대한 테넌트 ID를 입력합니다.

인증 URL

이 계정에 대한 인증 URL를 입력합니다. 이 URL은 클라우드 인스턴스
의 기본 URL입니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Rapid Recovery Core은
(는) 기본 URL(https://identity.api.rackspacecloud.com)을 사용합니다.

표시 이름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표시될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Google Cloud Account 1).

인증서 파일

이 클라우드 계정을 인증할 자신의 Google 인증서 파일을 탐색 및 선택
합니다.

개인 키

이 계정에 대한 개인 키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ID

이 계정과 관련된 프로젝트 ID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계정 이
메일

Google Cloud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이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의 소유
자로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계정이 Core Console의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클라우드 계정 편집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예를 들어, 암호를 업데이트하거나 표시 이름을 편집해야
할 경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
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클라우드 계정을 편집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아이콘 표시줄에서
택합니다.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클라우드 계정을 선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편집할 클라우드 계정 옆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계정 편집 창이 열립니다.
3.

을 선택합니다.

편집

필요에 따라 세부 사항을 수정한 다음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또는 API 키, 비밀 키, 개
인 키 등)를 다시 입력합니다. 그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NOTE: 클라우드 유형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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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계정 제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특정 Core에 대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Core Console에서 클라
우드 계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의 단계를 완료하여 클라우드 계정을 제거하십시오.
1.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아이콘 표시줄에서
합니다.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클라우드 계정을 선택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편집할 클라우드 계정 옆에서

3.

계정 삭제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계정을 제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4.

클라우드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이면 두 번째 대화 상자에서도 제거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클릭하여 확인
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제거를 선택합니다.

NOTE: 현재 사용 중인 계정을 제거하면 이 계정에 대해 예약된 모든 아카이브 작업이 실패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지정된 클라우드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한 자격 증명이 Core에서 제거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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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ount Utility
이 섹션에서는 복구 지점을 탑재하기 위해 Windows 기반 Rapid Recovery LMU(Local Mount Utility)를 다운로드,
설치 및 사용하고 Rapid Recovery Core를 호스팅하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파일 수준에서 콘텐츠를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Local Mount Utility 정보
LMU(Local Mount Utility)는 호환되는 Windows 컴퓨터의 세 가지 지원 모드에서 Rapid Recovery 복구 지점을 마
운트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경량 유틸리티를 동일한 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운영 체제에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로 설치할 수 있지만, 동일한 컴퓨터에 Agent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LMU에는 rapidrecovery-vdisk(이전 aavdisk) 및 aavstor 드라이버가 포함되지만 서비스로 실행
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틸리티를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 C:\Program Files\AppRecovery\Local Mount
Utility 디렉터리에 설치되며, 해당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가 나타납니다.
유틸리티는 Rapid Recovery Core 컴퓨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Rapid Recovery Core와 동
일한 컴퓨터에도 LMU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re에서 실행할 때 응용 프로그램은 Rapid Recovery Core Console
을 통해 수행된 마운트를 포함하여 해당 Core의 모든 마운트를 인식하고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LMU에서 수행
된 마운트도 Core Console에 나타납니다.
LMU가 Mailbox Restore와 동일한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LMU를 사용하여 Exchange 데이터베이스를 열 때
Mailbox Restore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Mailbox Restore는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저장소 및 항목을 복원하
는 데 사용하는 Quest Rapid Recovery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LMU 또는 Rapid Recovery Core를 설치할 때 이 프로
그램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Mailbox Resto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ilbox Retriever for Exchange ## ###에 문의
하십시오.
NOTE: Linux 컴퓨터는 명령줄 유틸리티, local_mount를 사용하여 Core에서 보호된 컴퓨터 및 해당 복구 지
점을 쿼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원격으로 복구 지점 볼륨을 마운트하고, 파일 수준에
서 볼륨 내용을 탐색하고, 시스템 볼륨의 BMR를 포함하여 복구 지점에서 개별 파일 또는 전체 볼륨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 ###.를 참조하십시오.

Local Mount Utility에서 Rapid Recovery
Core 컴퓨터로 작업
LMU(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면 Core 수가 무제한인 컴퓨터를 로컬 또는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 LMU를 설치한 경우 해당 컴퓨터가 LMU에 자동으로 localhost로 나타납니다. 모든 추가 원
격 Core는 해당 Core를 추가할 때 입력한 정보에 따라 컴퓨터 이름 또는 IP 주소로 나타납니다. LMU를 사용하여
Core 컴퓨터를 추가, 편집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차에서 확인하십시오.
•

Local Mount Utility에 Core 시스템 추가

•

Local Mount Utility 옵션 변경

•

Local Mount Utility에서 Core 연결 설정 편집

•

Core에 다시 연결

•

Local Mount Utility에서 Rapid Recovery Core 시스템 제거

관련 태스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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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Local Mount Utility에 Core 시스템 추가
See also: Local Mount Utility 옵션 변경
See also: Local Mount Utility에서 Core 연결 설정 편집
See also: Core에 다시 연결
See also: Local Mount Utility에서 Rapid Recovery Core 시스템 제거

Local Mount Utility에 Core 시스템 추가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려면 Core 시스템을 LMU에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할 수 있는 Core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
다.
Core를 추가하여 LMU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LMU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바탕화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LMU를 실행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왼쪽 위의 Local Mount Utility 메뉴에서 Core 추가를 클릭합니다.

•

왼쪽 패널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Core 추가를 클릭합니다.

Core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Core 추가 대화 상자에 다음 표에 설명된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표 164. Rapid Recovery Core 자격 증명
옵션

설명

호스트 이름

복구 지점을 마운트할 Core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NOTE: Rapid Recovery Core 시스템에 LMU를 설치할 경우 LMU가 자동으로
localhost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포트

Core와 통신할 때 사용되는 포트 번호.
기본 포트 번호는 8006입니다.

내 Windows 사
용자 계정 자격
증명 사용

Core 액세스에 사용하는 자격 증명이 Windows 자격 증명과 동일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특정 자격 증명
사용

Core 액세스에 사용하는 자격 증명이 Windows 자격 증명과 다른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사용자 이름

Core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NOTE: 이 옵션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암호

Core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암호입니다.
NOTE: 이 옵션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4.

연결을 클릭합니다.

5.

다중 Core를 추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모든 단계를 반복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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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ount Utility 옵션 변경
다음 절차를 완료하면 LMU에 연결된 모든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Local Mount Utilit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옵션 대화 상자에서 아래 표에 설명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165. Core 설정
옵션

설명

위치

찾아보기 단추를 사용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복구 지점 마운트에 사용할 폴더에 대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마운트 유형

언어

마운트된 복구 지점의 데이터 액세스 방법을 지정합니다.
•

읽기 전용

•

이전 쓰기를 포함한 읽기 전용

•

쓰기 가능

LMU를 표시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

중국어 간체

•

일본어

•

한국어

자동 새로 고침

LMU가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Core에 대한 연결을 새로 고쳐야 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로컬 Core 표시

LMU가 Core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 Core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팝업 알림 표시

LMU가 바탕화면에서 팝업을 통하여 이벤트와 경고를 알리는 것을 허용하려면 선택합
니다.

마운트가 성공할 경
우에 Windows 탐색
기에서 마운트 폴더
열기

마운트된 복구 지점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Local Mount Utility에서 Core 연결 설정 편집
Core를 LMU에 추가했을 때 설정된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절차를 완료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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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절차는 localhost Cor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격 Core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1.

Local Mount Utilit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설정을 편집하려는 Core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Core 편집을 클릭합니다.

2.

Core 편집 대화 상자에서 아래 표에 설명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166. Core 설정
옵션

설명

호스트 이름

복구 지점을 탑재할 Core의 이름입니다.
NOTE: Rapid Recovery Core 시스템에 LMU를 설치할 경우 LMU가 자동으로
localhost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포트

Core와 통신할 때 사용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8006입니다.

내 Windows 사
용자 계정 자격
증명 사용

Core 액세스에 사용하는 자격 증명이 Windows 자격 증명과 동일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특정 자격 증명
사용

Core 액세스에 사용하는 자격 증명이 Windows 자격 증명과 다른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사용자 이름

Core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NOTE: 이 옵션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암호

Core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암호입니다.
NOTE: 이 옵션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3.

변경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Core에 다시 연결
Rapid Recovery Core 시스템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면 LMU 홈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연결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ocal Mount Utility에서 Rapid Recovery Core 시
스템 제거
다음 절차를 완료하면 LMU에서 Core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옵션은 localhost에 위치하여 localhost로 레이블된 Rapid Recovery Core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1.

Local Mount Utilit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거하려는 Core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Core 제
거를 클릭합니다.

2.

명령을 확인하려면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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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U가 탐색 트리에서 Core 및 해당 보호된 시스템을 제거합니다.

Local Mount Utility에서 보호되는 컴퓨터
로 작업
LMU(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면 해당 컴퓨터와 연결된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보호된 컴퓨터에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차에서 확인하십시오.
•

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복구 지점 마운트

•

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마운트된 복구 지점 탐색

•

복구 지점 새로 고침

•

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개별 복구 지점 분리

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복구 지점 마운트
LMU를 사용하면,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및 복원 지점 전용 컴퓨터를 포함하여 연결된 Core 컴퓨터와 연관
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을 탑재하기 전에 LMU(Local Mount Utility)를 복구 지점이 저장된 Core에 연결해야 합니다. Local Mount
Utility에 Core 시스템 추가 절차에 설명된 대로 LMU에 추가할 수 있는 Core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LMU에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려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2.

마운트할 복구 지점을 선택한 후,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마운트

이 옵션을 사용하면 LMU 옵션의 기본 선택을 사용하
여 복구 지점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ocal Mount Utility 옵션 변경.

고급 마운트...

이 옵션은 고급 마운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고급 마운트를 선택한 경우,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옵션을 완료합니다.

표 167. 고급 탑재 옵션
옵션

설명

탑재 지점 경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는 데 사용할 위치를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마운트 유형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

쓰기 가능으로 마운트

•

이전 쓰기를 포함하여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각 옵션에 대한 설명은 4단계에서 참조하십시오.

•

탑재를 클릭합니다.

LMU가 탑재된 복구 지점이 포함된 폴더를 자동으로 엽니다. LMU 복구 포인트 페이지의 Local Mount 열은 복구 지
점이 마운트된 방식을 표시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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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마운트된 복구 지
점 탐색
복구 지점을 탐색하면 Windows 탐색기 창에서 백업된 데이터가 열리며, 여기에서 복구하려는 항목의 볼륨이나 폴
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indows 탐색기와 같은 파일 관리자를 사용하여(또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Windows API를 사용하여) 원
하는 위치에 항목을 복사하여 항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탐색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
행하십시오.
NOTE: 복구 지점을 탑재한 직후 복구 지점을 탐색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재 절차를
완료하면 복구 지점이 포함된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1.

Local Mount Utilit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활성 마운트를 클릭합니다.

2.

탐색 트리를 확장하여 각 시스템 및 해당 볼륨에 대해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표시합니다.

3.

탐색하려는 볼륨 옆에 있는 탐색을 클릭합니다.

활성 마운트 창이 열리고 마운트된 모든 복구 지점을 표시합니다.

복구 지점 새로 고침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LMU(Local Mount Utility)는 Core 및 보호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수신합니다.
이 옵션이 비활성화된 경우 시스템의 최신 복구 지점을 보려면 LMU 홈 화면에서 주기적으로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합니다.

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개별 복구 지점 분
리
LMU(로컬 마운트 유틸리티)에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분리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LMU UI에서 마운트 복구 지점과 연결된 Core 또는 보호된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선택한 Core 또는 보호된 컴퓨터에서 모든 마운트된 복구 지점을 한 번에 분리하려면 모두 분리를 클릭
한 다음 대화창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

단일 복구 지점을 분리하려면 목록에서 복구 지점을 선택한 다음 복구 지점을 클릭합니다.

복구 지점이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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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nsole 참조사항
이 부록에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콘과 기능을 설명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apid Recovery ## ###의 Core Console장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합니다..

Core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기
Core Console은 사용자가Rapid Recovery과(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UI(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표시됩니다.
표 168. Core Console에 포함된 UI 요소
Core Console에 나타나는 메뉴에 대한 설명과 정보입니다.

UI 요소

설명

브랜드 영
역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Core Console의 왼쪽 측면 맨 위에 Quest 로고가 포함된 제품 전체 이름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브랜딩 영역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새 탭이 열리면
서 지원 웹 사이트에 있는 제품 설명서가 표시됩니다.

단추 모음

브랜딩 영역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단추 모음에는 Core Console의 어느 곳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는 단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추는 마법사를 실행하여 컴퓨터 보호, 복구 지점에
서 복원 수행, 아카이브 생성, 연결 또는 가져오기, 소스 Core에서 대상 Core로 복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추 모음에 있는 각 단추는 표 169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행 중인
작업 수

현재 실행 중인 작업 수를 표시합니다. 이 값은 시스템 상태에 따라 변경됩니다. 드롭다운 메뉴
를 클릭하면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한 상태 요약이 표시됩니다. X를 클릭하면 해당 작
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드
롭다운 메
뉴

도움말 메뉴에는 다음 옵션이 있습니다.
•

도움말. 제품 도움말로 연결되며 별도의 브라우저 창에서 열립니다.

•

설명서. Quest 웹 사이트의 Rapid Recovery 기술 설명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

지원. 라이브 채팅, 비디오 자습서, Rapid Recovery 기술 문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액세스할 수 있는 Quest Data Protection Support 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빠른 시작 안내서. 빠른 시작 안내서는 Rapid Recovery을(를) 구성 및 사용하기 위해 권
장되는 작업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
안내서는 Core Console에 로그인할 때마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또한 언제든지 도움말
메뉴에서 빠른 시작 안내서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작
안내서 이해을(를) 참조하십시오.

•

아이디어 제출. 기능 또는 개선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여 Quest 아
이디어 포털을 열면 빠르고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Rapid Recovery의 미래의
릴리스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관리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정보 Rapid Recovery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정보에는 Rapid Recovery 구성 요
소, 버전 정보, Core ID, 타사 기여에 대한 하이퍼링크,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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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서버 날짜
및 시간

Core Console의 오른쪽 상단에 Rapid Recovery Core 서비스를 실행 중인 컴퓨터의 현재 시간
이 표시됩니다. 시간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서버 날짜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로깅, 예약,
보고 등의 이벤트에 대해 시스템에서 기록하는 날짜 및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 일정 적용
시 Core Console에 표시된 시간이 사용됩니다. 브라우저를 실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간대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콘 표
시줄

아이콘 표시줄에는 Core Consol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그래픽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브랜딩 영역의 바로 아래에 있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왼쪽 측면에 나타납니
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적절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UI 섹션으로 이동
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 있는 각 아이콘은 표 170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왼쪽 탐색
영역

왼쪽 탐색 영역은 아이콘 표시줄 아래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왼쪽 측면에 나타납니다.
•

왼쪽 탐색 영역에는 텍스트 필터 및 컴퓨터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복제를 이 Core에 추가한 경우 이 영역에는 복제된 컴퓨터 메뉴가 포함됩니다.

•

보호에서 제거되었지만 복구 지점이 저장된 컴퓨터가 있는 경우 이 영역에는 복구 지점
만 메뉴가 포함됩니다.

•

사용자 지정 그룹을 추가한 경우 이 영역에는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가 포함됩니다.

•

아카이브에 연결된 경우 이 영역에는 연결된 아카이브 메뉴가 포함됩니다.

왼쪽 탐색 영역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UI의 기본 탐색 영역에 더
많은 콘텐츠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 섹션을 숨기려면 왼쪽 탐색 영역과 기본 탐
색 영역 사이의 회색 경계를 클릭합니다. 이 UI 요소를 다시 표시하려면 회색 경계를 다시 클릭
합니다.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각 요소는 표 172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도
움말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도움말 아이콘(파란색 물음표)을 클릭할 때
마다 두 개의 프레임이 사용된 크기 조정이 가능한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왼쪽
프레임에는 Rapid Recovery ## ###의 항목을 표시하는 탐색 트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프레임은 선택한 도움말 항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지정된 시간에
도움말 탐색 트리는 선택한 항목의 계층 구조에서 위치를 나타내도록 확장됩니
다. 이 상황별 도움말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 ### 항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항목 탐색을 마쳤으면 브라우저를 닫으십시오.
도움말 메뉴의 도움말 옵션에서 도움말을 열 수도 있습니다.

단추 모음
단추 모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표에 제시됩니다.
표 169. 단추 모음 단추 및 메뉴
Core Console의 단추 표시줄에 있는 각 메뉴와 버튼에 사용 가능한 작업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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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단추 모음:
단추 및 메
뉴 보호

단추 모음:
단추 및 메
뉴 복원

단추 모음:
단추 및 메
뉴 아카이
브

단추 모음:
복제 단추

설명
보호 단추를 클릭하면 컴퓨터 보호 마법사가 실행되어Rapid Recovery Core에서
단일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호 옵션의 경우 이 단추 옆의 드
롭다운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 보호 옵션은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실행하여 단일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

클러스터 보호 옵션을 통해서는 서버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다중 컴퓨터 보호 옵션은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다
중 컴퓨터 보호 마법사를 엽니다.

•

Agent 소프트웨어 배포 옵션을 사용하면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
어를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Deploy
Agent Software Wizard(Agent 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복원 단추는 보호된 컴퓨터에서 저장된 복구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엽니다.
또한 다른 복원 또는 내보내기 옵션의 경우 이 단추 옆의 드롭다운 메뉴에 액세스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 복원 옵션은 컴퓨터 복원 마법사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

복구 지점 탑재 옵션은 보호된 컴퓨터의 복구 지점을 탑재할 수 있는 탑재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

VM 내보내기 옵션은 내보내기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Rapid Recovery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에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
습니다. 한 번 내보내기를 만들거나 보호된 컴퓨터의 스냅숏을 작성할 때
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VM에 대한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단추는 아카이브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선택한 복구
지점에서 일회성 아카이브를 생성하거나 아카이브를 생성한 뒤 정의한 일정에
따라 해당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카이브 옵션의 경우 이 단추 옆의 드롭다운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카이브 생성 옵션은 아카이브 생성 마법사를 실행하여 일회성 아카이브
를 생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아카이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

아카이브 가져오기 옵션은 아카이브 가져오기 마법사를 실행하여 아카이
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아카이브 연결 옵션은 아카이브를 탑재하여 콘텐츠를 파일 시스템으로 읽
을 수 있습니다.

복제 단추는 복제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에서 대상 Core를 지정하고, 소스
Core에서 보호된 컴퓨터를 선택하며, 선택한 컴퓨터의 복구 지점을 사용자가 지
정한 리포지토리의 대상 Core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때 복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복제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구 지점의 데이터를 대상 Core에 복사할 때 시드 드라이브를 사용
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줄
아이콘 표시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표에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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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0. 아이콘 표시줄
Core Console의 아이콘 표시줄에 있는 각 메뉴에 사용 가능한 작업 설명입니다.

UI 요소

설명

아이콘 표시
줄

아이콘 표시줄에는 Core Consol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그래픽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기능을 관리할 수 있
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홈 아이콘

홈. Core 홈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 표시
줄: 복제 아이
콘

복제. 수신 복제 또는 발신 복제를 보거나 관리하려면 복제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아이콘 표시
줄: 가상 대기
아이콘

가상 대기. 복구 지점에서 부팅 가능한 가상 컴퓨터로 정보를 내보내려면 가
상 대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 표시
줄: 이벤트 아
이콘

이벤트. Rapid Recovery Core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이벤트의 로그를 보려
면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 표시
줄: 설정 아이
콘

설정. Rapid Recovery Core에 대한 설정을 보고 관리하려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ore 구성 설정을 백업하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을
통해 포트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카테
고리에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야간 작업; 전송 대기
열 설정;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Replay 엔진
설정; 배포 설정. 데이터베이스 연결, SMTP 서버 설정, 클라우드 저장소 계
정, 보고서 글꼴 설정 변경을 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SQL 연결성 설정,
Core 작업 설정, 라이센스 설정, SNMP 설정 및 vSphere 설정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자세히.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른 중요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각각의 자세히 아이콘에는 자체 아이콘이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Rapid
Recovery Core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Core용 호스트 이름, OS, 아키텍처 및 메모리를 볼 수 있습
니다. Core Console에 표시되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Core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및 캐시 메타데
이터와 중복 제거 캐시의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 이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에 대한 시스템 정
보 이해에서 확인하십시오.
중복 제거 캐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복 제거 캐시 및 저장
위치 이해에서 확인하십시오.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M 중복 제거
캐시 설정 구성에서 확인하십시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아카이브

아카이브. Rapid Recovery에서 Core의 정보에 대한 아카이
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약 또는 연결된 아카이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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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를 조회하거나 아카이브를 추가, 확인 또는 가져올 수 있
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마운트

탑재. 로컬 탑재를 보고 장착 해제하거나 원격 탑재를 보고 분
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부트 CD

부팅 CD. Bare Metal Restore(BMR)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팅 CD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팅 CD ISO 이미지를 생성
하고 기존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이미지 경로를 클릭하여 열
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리포지토리

리포지토리. Core와 연관된 리포지토리를 보고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암호화 키

암호화 키. 보호된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보고
관리하며 가져오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를 사용
하고 있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클라우드 계
정

클라우드 계정 Core와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 간의 연결을 보
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파일 검색

파일 검색. 로컬 디스크로 복원할 수 있는 특정 파일에 대한
복구 지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보존 정책

보존 정책. Core 보존 정책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롤업
및 삭제 이전에 복구 지점을 유지하는 기간 포함).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알림

알림. Core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구성하고, SMTP 서버 설정
을 이메일 알림으로 정의하고, 반복 감소를 설정하여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반복적인 알림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메일 복원

메일 복원. 메일 메시지를 찾고 복원하기 위해 Exchange 서
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다운로드

다운로드. Agent 소프트웨어 웹 설치 프로그램, Local Mount
Utility, SNMP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정보가 포
함된 MIB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보고서

보고서. Core 보고서에 액세스하거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도록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줄: 자세히 아
이콘

Core 로그

Core 로그. 진단을 위해 Core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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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탐색 메뉴
왼쪽 탐색 영역에 나타나는 전체 메뉴 세트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171. 왼쪽 탐색 메뉴 옵션
왼쪽 탐색 영역에 나열된 컴퓨터 유형에 사용 가능한 옵션 설명입니다.

UI 요소

설명

컴퓨터
메뉴

(예전에 보호된 컴퓨터 메뉴라고 했던) 컴퓨터 메뉴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Core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왼쪽 탐색 영역의 첫 번째 메뉴로 나타납니다.
이 창에 표시되는 특정 컴퓨터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 주는 요
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
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된
컴퓨터
메뉴

최상위 수준 탐색 메뉴로 다른 Rapid Recovery Core의 이름이 보일 경우 Core Console을 보고
있는 Core가 대상 Core입니다. 메뉴 이름이 원본 Core를 따라 지정되고 아래에 나열되는 각 컴퓨
터는 이 대상에서 복제된 원본 Core에서 나온 컴퓨터를 나타냅니다.
대상 Core가 두 개 이상의 원본 Core에서 복구 지점을 복제할 경우 각 출처 Core는 왼쪽 탐색 영
역의 자체 탐색 가능한 메뉴로 나타납니다.
복제된 컴퓨터 메뉴에 표시된 특정 컴퓨터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한 복제 컴퓨터에 대한 요약 정
보를 보여 주는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을(를) 참조하십시오.

복구 지
점만 메
뉴

복구 지점만 메뉴가 보이는 경우 Core에 보호 또는 복제된 컴퓨터에 대한 복제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더 이상 새 스냅숏 캡처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Core에서 캡처한 복구
지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복구 지점은 파일 수준 복구에 사용할 수 있지만 Bare Metal
Restore, 전체 볼륨 복구 또는 스냅숏 데이터 추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
룹 메뉴

사용자 지정 그룹을 생성한 경우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가 탐색 메뉴에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은 컴퓨터를 함께 그룹화(예를 들어, 기능, 조직 또는 지리적 위치별)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
적 컨테이너입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은 유형이 다른 개체(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퓨터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와 같이 사용자 지정 그룹에 대한 레이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름은 메뉴에 모두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제목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그룹의 유사한 항목에 대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모든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스냅숏을 강제 실
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그룹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아카이브
메뉴

Core에 아카이브를 연결할 경우 각 아카이브가 왼쪽 탐색 메뉴에 목록으로 표시됩
니다. 해당 레이블은 아카이브의 이름입니다. 이 목록에는 해당 아카이브에 포함된
각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요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표에 제시됩니다.
표 172. 왼쪽 탐색 영역 및 메뉴
왼쪽 탐색 영역에 나열된 컴퓨터 유형에 사용 가능한 메뉴 설명입니다.

UI 요소
컴퓨터
메뉴 텍
스트 필
터

설명
텍스트 필터는 Machines(컴퓨터), Replicated Machines(중복된 컴퓨터), Recovery-Point
Only machines(복구 지점만 컴퓨터) 메뉴에 표시된 항목을 필터링할 수 있는 텍스트 필
드입니다. 이 필터에 기준을 입력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컴퓨터만 해당 메뉴에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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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확장 및
축소 세
부 정보

텍스트 필터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Machines(컴퓨터), Replicated
Machines(중복된 컴퓨터), Recovery-Point Only machines(복구 지점만 컴퓨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장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메뉴

컴퓨터 메뉴는 UI의 왼쪽 탐색 영역에 표시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Core에 구성된 모든 보
호된 컴퓨터, 보호된 클러스터 또는 복제된 컴퓨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호된 그룹 또는
복구 지점만 컴퓨터가 있는 경우에도 이 메뉴의 일부로 표시됩니다.
NOTE: vSphere/ESXi 하이퍼바이저가 컴퓨터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호스트가 보
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호스트도 이 메뉴가 나타나며 VM이 하위 메뉴로 나타납니
다.
메뉴 라벨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Core 내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기를 확장
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유형을 설명하는 아이콘:
•

단순한 컴퓨터 아이콘은 실제 컴퓨터가나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설
치된 보호된 VM을 나타냅니다. 같은 아이콘을 사용하여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를
표시합니다.

•

다중 컴퓨터 아이콘은 보호된 클러스터를 나타냅니다.

•

비어 있는 2중 컴퓨터 아이콘은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는 VMware VM을 나
타냅니다.

•

비어 있는 3중 컴퓨터 아이콘은 VMware vCenter 호스트를 나타냅니다.

•

2개의 중첩 서버를 보여주는 아이콘은 Hyper-V 호스트를 나타냅니다.

•

단일 서버를 보여주는 아이콘은 Agent 없이 보호되는 Hyper-V VM을 나타냅니다.

Machines(컴퓨터) 메뉴 라벨을 클릭하면 Machines(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나고
Machines(컴퓨터) 창에 이 Core의 보호된 컴퓨터가 모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
호된 시스템 메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복제된
컴퓨터
메뉴

다른Rapid Recovery Core에서 컴퓨터를 복제하는 경우 해당 Core의 이름이
Machines(컴퓨터) 메뉴 아래에 별도의 메뉴로 표시됩니다. 소스 Core 목록에서 이 대상
Core에 복제된 모든 컴퓨터는 이 메뉴 아래에 표시됩니다.
복제된 각 컴퓨터의 아이콘은 복제된 컴퓨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단일 컴퓨터
복제의 경우 아이콘이 한 개의 컴퓨터를 표시합니다. 서버 클러스터 복제의 경우 아이콘
이 클러스터를 표시합니다.
이 메뉴 라벨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러한 복제된 컴퓨터 보기를 확장하거
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컴퓨터 메뉴에서는 복제된 모든 컴퓨터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컴퓨터 메뉴를 클릭하면 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대상
Core로 복제된 다른 소스 Core에서 보호되는 모든 컴퓨터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탐색 메뉴에서 복제된 컴퓨터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복구 지
점만 메
뉴

이전에 Core에서 보호되었던 컴퓨터가 보호에서 제거되었지만 복구 지점이 삭제되지 않
은 경우 복구 지점만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 아이콘이 없습니다. 복구 지점이 남아 있
으며 이전에 보호되었던 컴퓨터는 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복구 지점 전용 컴퓨터에 표준
보호된 컴퓨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메뉴 라벨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복구 지점만 컴퓨터 복구 보기를 확장하거
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점만 메뉴에서 이 Core의 모든 복구 지점만 컴퓨터에 대한 복구 지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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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복구 지점만 메뉴를 클릭하면 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나고 복구 지점이 저장된 컴퓨터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만 메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그
룹 메뉴

Core에 사용자 지정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왼쪽 탐색 영역에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
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의 각 개체는 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메뉴 라벨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Core 내 사용자 지정 그룹에 대한 보기를 확
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에서 그룹의 유사 항목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를 클릭하면 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나고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
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 그룹에 나타나는 각Rapid Recovery 개체에 대한 창이 표시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아카이
브 메뉴

아카이브를 Core에 연결하면 왼쪽 탐색 영역에 연결된 각 아카이브에 대한 메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에 포함된 모든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컴퓨터)는 이 목록
에 표시됩니다. 아카이브를 저장하면 메뉴 레이블에서 지정된 이름을 사용합니다.
메뉴 라벨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Core에 연결된 아카이브에 대한 보기를 확
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아카이브 메뉴에서 그룹의 유사 항목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아카이브 메뉴를 클릭하면 컴퓨터 페이지가 나타나고 보호된 컴퓨터, 복제된 컴
퓨터, 복구 지점만 컴퓨터 그룹에 나타나는 각 Rapid Recovery 개체에 대한 창이 표시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그룹 메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된 컴퓨터 보기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의 홈 페이지에서 요약 표 보기를 볼 때 보호된 컴퓨터 창에서 Core가 보호하는 컴
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OTE: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사용자 대신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보호된 컴퓨터는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Rapid Recovery Core에서 데이터 백업 및 복제를 쉽게 수행하므로, 때때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상태, 각 컴퓨터의 표시 이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리포지토리, 마지막 스냅숏의 날짜 및 시간, 컴퓨터에 대한 리포
지토리에 존재하는 복구 지점 수, 그리고 리포지토리에서 스냅숏이 사용하는 총 저장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된 컴퓨터의 양상을 관리하려면 보거나 구성 또는 관리할 컴퓨터로 이동하여 시작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보호
된 컴퓨터로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컴퓨터) 창에서 보호된 컴퓨터의 IP 주소 또는 표시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Summary (요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보호된 컴퓨터 메뉴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보호된 컴퓨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
이지에서 각 컴퓨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호된 컴퓨터
의 요약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

왼쪽 탐색 영역의 Protected Machines(보호된 컴퓨터) 메뉴에서 보호된 컴퓨터 IP 주소 또는 표시 이름을 클
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요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호된 컴퓨터의 요약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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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 보기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선택한 보호된 시스템에서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단추
를 사용하면 세 가지 활동 카테고리 중 하나에서 작업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Rapid Recovery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

경고. 오류 및 경고가 포함된 작업 또는 이벤트와 관련된 알림입니다.

•

저널. 모든 보호된 시스템 작업과 경고의 복합체입니다.

다음 표에는 이벤트 페이지의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73. 이벤트 페이지 요소
UI 요소

설명

검색 키워드

각 범주 내 특정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검색을 시작할 날짜를 입력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검색을 중지할 날짜를 입력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아이콘

각 아이콘은 서로 다른 작업 상태를 나타냅니다. 경고 및 작업의 경우 아이콘 중 하나를 클
릭하여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목록을 필터링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필터가 제거됩니다. 두 개 이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필터
링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성.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

대기열에 있음. 시작하기 위해 다른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업.

•

대기 중. 시드 드라이브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 또는 완료를 대기하는 작업입니다.
(시드 드라이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

완료. 성공적으로 완료된 작업입니다.

•

실패. 실패하여 완료되지 못한 작업.

서비스 아이콘

이 단추는 서비스 작업을 작업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작은 서비스
아이콘이 각 상태 아이콘에 나타나며, 이 아이콘을 사용하여 해당 상태(있는 경우)에 있는
서비스 작업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작업의 예로는 인덱스 파일 삭제
또는 복제에서 시스템 제거 등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유형
드롭다운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는 이벤트 보고서를 내보낼 수 있는 형식이 포함됩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이 포함됩니다.

(내보내기 아
이콘)

•

PDF

•

HTML

•

CSV

•

XLS

•

XLSX

이벤트 보고서를 사용자가 선택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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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페이지 선택

이벤트 보고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하
단의 숫자와 화살표를 사용하면 보고서의 페이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모든 이벤트가 표 형태로 표시됩니다. 다음 표는 각 항목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나열합니다.
표 174. 이벤트 요약 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
UI 요소

설명

상태

작업, 경고, 또는 저널 항목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경고 또는 저널 항목에 대해 사용 가능
하며 상태별로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이름

이름은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는 이 보호된 이 시스템에 대해 완료
한 작업 유형을 나열합니다. 볼륨 전송, 리포지토리 유지 관리, 롤업, 탑재 가능 검사 수행,
체크섬 검사 수행 등의 예가 있습니다.

시작 시간

작업, 경고 및 저널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 시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종료 시간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시 날짜 및 시간을 나타냅니다.

작업 세부
정보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 모니터 대화 상자를 열면 특정 작업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작업 ID, Core의 데이터 전송 속도(관련된
경우), 작업 완료 경과 시간, 총 작업량(기가바이트) 및 해당 작업과 연관된 하위 작업 등이
있습니다.

메시지

경고 및 저널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는 경고 또는 저널에 대한 설명적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보호된 컴퓨터의 자세히 메뉴 보기
자세히 메뉴는 선택한 보호된 컴퓨터를관리하는 데 유용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에 액세스하려면
자세히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표에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175. 보호된 컴퓨터의 자세히 옵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도구
UI 요소

시스템 정보

마운트

설명
보호된 컴퓨터, 시스템 정보, 볼륨, 프로세서, 네트워크 어댑터 및 해당 컴퓨터의 IP 주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로컬 마운트 창에서 로컬로 마운트된 볼륨을 보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마운트 창
에서는 Local Mount Utility를 사용하여 마운트된 볼륨을 보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볼륨 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 지점 분리을(를) 참조하십시오.
로컬로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복구 지점 마운트 또는 Linux 시스템
에서 복구 지점 볼륨 마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존 정책

선택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re의 기본 정책을 사용하거나
이 컴퓨터에 대해서만 보존 정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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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알림

선택한 컴퓨터와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 사용자 지정 알림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re에 이미 설정된 알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림 그룹 구성을(를) 참조
하십시오.

Agent 로그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호된 컴퓨터의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
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된 시스템의 로그 파일 다운로드 및 보기을(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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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API
이 섹션의 목적은 Rapid Recovery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소
개 및 개요, 사용 용도,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apid Recovery 웹 서비스 API는 RESTful로, 이 웹 서비스 API를 사용하면 Rapid Recovery 소프트웨어 솔루션 내
특정 기능 및 작업을 자동화하고 사용자 지정하여 비즈니스 목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는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Rapid Recovery API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서 Rapid Recovery를 통합하고 확장하려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뿐
만 아니라 Rapid Recovery Core Server와의 상호 작용을 스크립트로 작성하려는 관리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REST API로 작업
Rapid Recovery API는 REST 형식 API로, HTTP 요청을 사용하여 URI 경로를 통해 리소스(데이터 엔터티)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API는 GET, PUT, POST 및 DELETE와 같은 표준 HTTP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REST API는 개방형 표준에 기반하므로, HTTP 호출을 지원하는 모든 언어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및 관리자가 Rapid Recovery API로 작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 또는 기타 .NET 언어를 사용하여 Rapid Recovery .NET 클라이언트 DLL 파일을 직접 사용.

•

HTTP 끝점과 직접 통신하여 XML을 직접 생성.

첫 번째 접근방식이 권장됩니다. 클라이언트 DLL은 Rapid Recovery SDK에 포함됩니다. Rapid Recovery API를 호
출하는 방법은 .NET 4.6.2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Core 및 Agent API 다운로드 및 보기
Rapid Recovery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SDK)에는 Rapid Recovery Core용 REST API 및 Rapid Recovery Agent
구성 요소, 샘플, 그리고 지원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물을 다음 폴더에 포함시킨 후 다음 구성 요소
를 포함하는 아카이브로 압축됩니다.
표 176. SDK 아카이브에 포함된 구성 요소
폴더 이름

콘텐츠

설명

Core.Contracts

Rapid Recovery Core
API

Rapid Recovery Core에서 개발자 또는 관리자의 스크립
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세트의 서비스 계약이 있습니다.
1.

일반 REST 표준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웹 브라우
저에서 CoreWeb.Client HTML 파일을 엽니다. 서
비스 계약이 나열됩니다. 해당하는 하이퍼링크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클릭하면 브
라우저가 Core.Contracts/docWeb/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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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이름

콘텐츠

설명
에서 정보를 엽니다. 결과 페이지는 메서드 및 설
명을 포함해 일반 REST 서비스 작업에 대한 정보
를 표시합니다.
2.

Agent.Contracts

자세한 C# 정보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Core.Client HTML 파일을 엽니다. 하이퍼링크
된 서비스 계약(클래스)를 클릭하면 브라우저는
Core.Contracts/doc/ 디렉터리에서 정보를
엽니다. 결과 페이지는 선택한 클래스에서 모든
C# 메서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Rapid Recovery 에이
개발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된 컴퓨터에서 Rapid
전트는 API(사용 안 함) Recovery Agent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AUTION: Agent API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
으며 이후 버전의 SDK에서 제거될 예정입니다.
Agent API를 직접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API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지정으로 간
주되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기록을 위
해 문서에 제공됩니다.
1.

일반 REST 표준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웹 브라우
저에서 AgentWeb.Client HTML 파일을 엽니다.

2.

자세한 C# 정보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Agent.Client HTML 파일을 엽니다.

AppRecoveryAPISamples 코드 샘플 및 동적 링크 AppRecoveryAPISamples에는 C# 프로그래밍 언어
라이브러리
로 작성된 코드 샘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은 GUI, 관리 시스템 등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API를
사용할 경우 코드 조각을 보기 위한 좋은 시작점을 나타
냅니다.
AppRecoveryAPISamples\Dependencies에는
Rapid Recovery Core에서 사용하는 동적 연결 라이브
러리(DLL)를 사용하는 파일이 포함됩니다. DLL에는 데
이터 계약(Core가 익숙한 유형)과 서비스 계약(Core의
작업 수행을 강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메서드 및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지정하거나 Rapid Recovery
Core와 사용할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DLL이 필요합니다.
NOTE: 사용된 DLL 버전은 Core 버전과 일치해
야 합니다.
SDK를 아카이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API-Reference-x.x.x-xxxx). 각 x는 관련 릴리스에 대한 빌드 번호의 숫
자를 나타냅니다.
Core 및 Agent API 사용을 준비하면서 SDK를 획득하고 지정한 위치로 다운로드하며 해당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
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1.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https://licenseportal.com)에 로그인합니다.

2.

라이센스 포털의 왼쪽 탐색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3.

다운로드 페이지의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 섹션에서 해당 SDK에 대한 설명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다운로드한 아카이브를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5.

아카이브의 압축을 풉니다.

라이센스 포털의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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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PI-Reference-x.x.x-xxxx 폴더에 이전 표에서 설명한 별도의 파일 세트가 있습니다.
6.

해당 API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이전 표에 설명된 주요 HTML 파일을 엽니다.

권장된 추가 문서
Rapid Recovery ## # ##### ###에서는 Rapid Recovery 아키텍처의 개요를 제공하는 한편 Rapid Recovery 구성
요소를 설치하고 이전 버전에서 Core 또는 Agent 구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https://support.quest.com/ko-kr/rapid-recovery/7.0/technical-documents에서 이 안내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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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Quest는 브랜드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Quest는 귀사의 IT 부서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Quest는 귀사가 IT 관리 시간을
절약하고 비즈니스 혁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중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귀사의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하고, 클라우드 속도를 향상시키며,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 필
요한 전문 지식과 보안,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을 추구하는 일원이 되도록 Quest의 글로벌 커뮤니티
로의 초대와 고객 만족 보장을 위한 Quest의 견고한 노력으로 Quest는 오늘날 고객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uest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의 파트너로서 귀사가 만족할 수 있는 IT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것이 Quest의 미션이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워진 Quest와 함께 새출발 해보세요.
Innovation™으로 초대받으셨습니다.
브랜드와 비전이 함께하는 Quest
로고는 당사에서 추구하는 혁신, 커뮤니티, 지원이라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글
자 Q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원이며 정확도와 강력함을 향한 Quest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Q의 공간은 그 자
체로 빠진 조각을 채워 넣고 싶은 Quest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Quest에 문의
판매 또는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https://www.quest.com/contact을 방문하십시오.
기술 지원 리소스
유효한 유지 관리 계약을 보유한 Quest 고객과 평가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quest.com/ko-kr에서 Quest 지원 포털에 액세스하면 됩니다.
지원 포털에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문제를 신속하게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지원 포털을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요청 번호를 제출하고 관리합니다.

•

기술 문서 보기

•

등록하고 제품 알림을 받습니다.

•

소프트웨어 및 기술 설명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사용 방법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

커뮤니티 토론 참여

•

지원 엔지니어와 온라인으로 채팅합니다.

•

Quest 제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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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Agent
Rapid Recovery Agent는 Rapid Recovery Core의 보호에 추가될 수 있는 실제 또는 가상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
웨어입니다.
기본 이미지
Core에 저장된 최초 백업 전송을 기본 이미지 스냅숏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모든 볼륨의 모든 데이터(운영 체제, 응
용 프로그램, 설정 포함)는 Core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을 참조하십시오.
체크섬
체크섬은 전송 또는 저장 도중 발생한 우발적인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블록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클러스터
Windows 장애 조치 클러스터를 참조하십시오.
CCR(Cluster Continuous Replication)
기본 제공된 비동기식 로그 제공 기술을 사용하여 각 저장소 그룹의 복사본을 장애 조치 클러스터의 두 번째 서버
에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비공유 저장소 장애 조치 클러스터 솔루션입니다. CCR는 한 두개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
으로 제공되어, 고가용성과 사이트 복구성을 모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Exchange 2007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CMS(Clustered Mailbox Server) 배포 중 하나입니다.
클러스터 노드
Windows 장애 조치 클러스터에 속하는 개별 시스템입니다.
압축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는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프로세스로 압축
을 정의합니다.
Core
Rapid Recovery Core는 Rapid Recovery 아키텍처의 중앙 구성요소입니다. Core는 백업, 복구, 보존, 복제, 아카이
브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제 맥락에서 Core를 소스 Core라고도 합니다. 소스 Core는 원본 Core
이고 대상 Core는 목적지(보호된 시스템 또는 클러스터가 복제된 자체 전용 서버의 또 다른 Rapid Recovery Core)
입니다.
Core Console
Rapid Recovery Core Console은 Rapid Recovery Core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DAG(Database Availability Group)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네트워크 오류에서 자동 데이터베이스 수준 복구를 제공하는 최대 16개의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 Mailbox 서버 집합입니다. DAG는 연속 복제와 Windows 장애 조치 클러스터링 기술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높은 가용성과 사이트 복구성을 제공합니다. DAG의 Mailbox 서버는 각자의 오류를 모니터링합니
다. Mailbox 서버가 DAG에 추가될 때 이것은 DAG의 다른 서버와 함께 작동하여 데이터베이스 오류에서 자동 데이
터베이스 수준 복구를 제공합니다.
암호화
데이터는 해당 암호 해독 키를 가지는 인증된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었습니다. 데이터는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에서 256-bit AES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CBC에서 각 데이터 블록은 암호화
되기 전에 이전 암호 텍스트 블록으로 XOR화되므로, 각 새 암호 텍스트 블록은 모든 선행 일반 텍스트 블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호는 초기화 벡터로 사용됩니다.
이벤트
목차
용어 해설

383

이벤트는 Core에서 로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이콘 표시줄에서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Core Console에
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할 때 기본 보기는 작업 페이지입니다. 이 보기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알림을 받은 이벤트 우선 순위는 경고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로그가 저널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기존 알림 그룹을 설정하거나 수정하여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고 페이지에 표시하여 이벤트 우선 순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림 그룹의 구성원은 그룹의 알
림 옵션에 설정된 알림 방법을 사용하여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global deduplication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는 공유 복사본을 참조하여 다양한 세분화 수준에서 여러 데이
터 복사본의 대체로 데이터 중복 제거를 정의하여 저장소 공간이나 대역폭을 절약합니다. Rapid Recovery 볼륨
관리자가 논리적 볼륨 내에서 전역 데이터 중복 제거를 수행합니다. 중복 제거 세분화 수준은 8KB입니다. Rapid
Recovery의 중복 제거 범위는 같은 리포지토리 및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보호된 시스템으로 제한됩니다.
증분 스냅숏
증분 스냅숏은 마지막 백업 이후 보호된 컴퓨터에서 변경된 데이터로만 구성된 백업입니다. 증분 스냅숏은 정기적
으로 정의된 간격에 따라(예: 60분마다) Core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숏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키
라이센스 키는 Rapid Recovery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라이언스를 등록하는 데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이
센스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에서 계정을 등록할 때 라이센스 키나 파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cense Portal을 참조하십시오.
License Portal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은 사용자와 파트너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Rapid Recovery 어플라이언
스를 등록하며, 라이센스 구독을 관리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License Portal 사용자는 계정 등록, Rapid
Recovery Core 및 Agent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그룹 관리, 그룹 작업 추적, 시스템 등록, 어플라이언스 등록, 사용
자 초대, 보고서 생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apid Recovery License Portal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ive Recovery
Rapid Recovery Live Recovery는 VM 및 서버용 인스턴트 복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가상 또는 실제 서
버의 데이터 볼륨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0분에 가까운 RTO 및 RPO로 전체 볼륨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Local Mount Utility
LMU(Local Mount Utility)는 모든 시스템에서 원격 Rapid Recovery Core에 복구 지점을 마운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로그 잘라내기
로그 잘라내기는 트랜잭션 로그에서 로그 레코드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SQL Server 컴퓨터의 경우 SQL Server
로그 잘라내기를 수행할 때 이 프로세스는 SQL Server에서 여유 공간을 식별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경우 로그를 (일정에 따라, 또는 필요 시 수동으로) 잘라낼 때, 아카이브 로그가 삭제되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해 줍
니다. 마찬가지로 Exchange Server 로그를 잘라내는 경우에도 Exchange Server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관리 역할
Rapid Recovery Central Management Console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서비스 관리자들 간에 관리 책임을 분
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리 역할뿐만 아니라 보안되고 효율적인 관리 위임을 지원하는 액세스 제어도 소개합
니다.
마운트 가능성
Exchange 마운트 가능성은 관리자에게 잠재적 실패를 경고하고, 장애 발생 시 Exchange Server의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구하는 손상 탐지 기능입니다.
객체 파일 시스템
Rapid Recovery 확장형 객체 저장소는 객체 파일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은 스냅숏이 파생되는 모든 데이터
블록을 객체로 처리하고, 해당 객체를 저장하고 검색 및 유지 관리하고 복제합니다. 객체 파일 시스템은 글로벌 데
이터 중복 제거, 암호화 및 보존 관리와 함께 확장형 입력 및 출력(I/O)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객체 파
일 시스템은 업계 표준 저장소 기술과 호환됩니다.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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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는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된 키입니다. 암호를 분실하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문자
금지된 문자는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객체의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
어,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표시 이름을 정의할 때 다음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 177. 금지된 문자
문자

문자 이름

금지 위치

?

물음표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

파이프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

콜론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를 지정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c:\data).

/

슬래시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

백슬래시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로컬 또는 네트워크 경로를 지정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c:
\data 또는 \\ComputerName\SharedFolder\ ).

*

별표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

따옴표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

여는 꺾쇠
괄호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

닫는 꺾쇠
괄호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금지된 구
금지된 구는 운영 체제 사용을 위해 예약되었기 때문에 Rapid Recovery Core Console에서 객체 이름으로 사용하
면 안 되는 구(또는 문자 집합)입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표시 이름을 정의할 때 다음 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 178. 금지된 구
구

일반적인
사용

금지 위치

con

콘솔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prn

프린터 포
트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aux

보조 포트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nul

null 값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com1,
com2...

통신 포트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목차
용어 해설

385

구

일반적인
사용

금지 위치

라인 인쇄
터미널 포
트

컴퓨터 표시 이름, 암호화 키, 리포지토리, 경로 설명

through
com9
lpt1, lpt2...
through
lpt9
보호된 시스템
"에이전트"라고도 하는 보호된 시스템은 Rapid Recovery Core에서 보호하는 실제 컴퓨터 또는 가상 컴퓨터입니다.
Core에서 미리 정의된 보호 간격을 사용하여 보호된 시스템에서 리포지토리로 백업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기본 이
미지가 복구 지점(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및 설정 포함)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후의 각 증분 스냅숏은
보호된 시스템의 지정된 디스크 볼륨에서 변경된 블록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보호된 시스템에는 Rapid
Recovery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상 컴퓨터도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에이전트
없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Rapid Recovery 백업, 복제 및 복구를 가상 컴퓨터(VM)뿐만 아니라 실제 및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백업이 되도록 설계된 단일 솔루션으로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
니다.
쿼럼
장애 조치 클러스터의 경우 지정된 클러스터가 실행을 계속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하는 요소 수입니다. 이 맥락에
서 관련된 요소는 클러스터 노드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클러스터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구성 데이터를 유지 관리
하기 위해 선택된 쿼럼 지원 리소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모든 변
경 사항의 세부정보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쿼럼 리소스는 다른 클러스터 리소스에 액세스하여 모든 클러스터
노드 또는 최신 데이터베이스 변경 사항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클러스터당 쿼럼 리소스는
하나만 있습니다. 특정 쿼럼 구성(장애 조치 클러스터에 대한 설정)으로 너무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클러스터가 실
행을 중지하는 지점이 결정됩니다.
복구 지점
복구 지점은 다양한 디스크 볼륨의 스냅숏 모음입니다. 예: C:, D: 및 E: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은 이전에 Core에서 보호되는 시스템의 복구 지점의 Core를 나타냈지만 이후에 제거되었습
니다. 복제를 제거하지만 복구 지점은 유지하려는 경우 결과적으로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이 됩니다. 정보는 파일
수준에서 보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BMR을 수행하거나 전체 볼륨을 복원하기 위해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복구 지점 전용 시스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원격 Core
원격 Core는 Local Mount Utility 또는 Central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Core가 아닌 시스템이 액세스하는
Rapid Recovery를 나타냅니다.
복제
복제는 재해 복구를 위해 Rapid Recovery Core에서 복구 지점을 복사하여 다른 Rapid Recovery Core로 전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두 개 이상의 Core 간 관계가 소스-대상 쌍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제는 보호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소스 Core에서 보호되거나 복제된 시스템(또는 모든 시스
템)은 대상 Core로 복제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 Core에 복사되는 복구 지점입니다.
리포지토리
리포지토리는 기본 이미지 컬렉션이며 Rapid Recovery Core의 보호된 시스템에서 캡처된 증분 스냅숏입니다. 리
포지토리는 빠른 기본 저장소 장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DVM 리포지토리의 저장소 위치는 Core 시스템에 대한 로
컬일 수 있습니다(지원되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호스팅되는 경우만 해당). 직접 연결 저장소, 저장소 영역 네트
워크 또는 적절하게 관련된 네트워크 연결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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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는 확장용으로 설계된 상태가 없는 단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Rapid Recovery는 이 아키텍처를 해당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가 특정 기능과 작업을 자동화하고 사용
자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Core 기능과 보호된 시스템 기능에 각각 다른 REST API 세트가 있습니다.
복원
Rapid Recovery Core에 저장된 복구 지점에서 시스템에 있는 하나 이상의 저장소 볼륨을 복원하는 프로세스가 복
원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원은 이전에 롤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존
보존은 Rapid Recovery Core에 보호된 컴퓨터의 백업 스냅숏이 저장되는 기간을 정의합니다. 보존 정책은 롤업 프
로세스를 통해 복구 지점에서 수행됩니다.
롤업
롤업 프로세스는 과거 복구 지점을 축소 및 제거하여 보존 정책을 적용하는 내부의 야간 유지 관리 절차입니다.
Rapid Recovery에서는 롤업을 메타데이터 작업으로만 줄입니다.
시딩
복제에서 처음에는 보호된 에이전트의 중복 제거된 기본 이미지 및 증분 스냅숏을 전송하고 수백 또는 수천 기가바
이트의 데이터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복제는 외부 미디어를 사용하여 대상 Core에 시딩할 수 있으므로, 대
규모 데이터 집합 또는 느린 링크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유용합니다.
서버 클러스터
Windows 장애 조치 클러스터를 참조하십시오.
SharePoint 백업
SharePoint 백업은 시스템 오류 후 SharePoint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복원 및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사본입
니다. SharePoint 백업에서 전체 SharePoint 팜 또는 하나 이상의 팜 구성 요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Single Copy Cluster
클러스터의 노드 간에 공유되는 저장소에서 저장소 그룹의 단일 복사본을 사용하는 공유 저장소 장애 조치 클러스
터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Exchange 2007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CMS(Clustered Mailbox Server) 배포
중 하나입니다.
Smart Agent
Rapid Recovery Smart Agent는 Rapid Recovery Core로 보호되는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Smart Agent는 디스크 볼
륨에서 변경된 블록을 추적하고 미리 정의된 보호 간격으로 변경된 블록의 스냅숏을 작성합니다.
스냅숏
스냅숏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지정된 지점에서 디스크 볼륨의 상태를 캡처 및 저장하는 기능을
정의하는 일반 산업 용어입니다. 스냅숏은 정전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시스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중요합니다.
Rapid Recovery 스냅숏은 응용 프로그램 인식형으로, 열려있는 모든 트랜잭션 및 롤링 트랜잭션 로그가 완료되고
스냅숏을 만들기 전에 캐시가 플러시됨을 의미합니다. Rapid Recovery는 Microsoft VSS(볼륨 섀도 서비스)를 사용
하여 응용 프로그램 크래시에 대비한 백업 스냅숏 작성(application crash consistent snapshots)을 수행합니다.
SQL 연결성
SQL 연결성은 Rapid Recovery Core 내에서 실행되는 테스트로, 모든 SQL 복구 지점에 오류가 없고 장애가 발생
할 경우 백업을 위해 이러한 SQL 복구 지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QL 백업
SQL 백업은 시스템 오류 후 SQL Server에 해당 데이터를 복원 및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사본입니다. SQL
백업에서 전체 SQL 데이터베이스 또는 SQL 데이터베이스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SQL 차등 백업
차등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SQL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전체 백업 이후 모든 데이터 변경사항의 누적 복사본입니
다. 일반적으로 차등 백업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데 필
요한 트랜잭션 로그 수를 줄입니다.
대상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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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복제 Core라고도 하는 대상 Core는 소스 Core에서 복제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Rapid Recovery Core입니다.
Transport Layer Security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인터넷에서 통신을 보안하기 위해 설계된 최신 암호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의해 정의된 이 프로토콜은 SSL(Secure Sockets Layer)의 후속 프로토콜입니
다. SSL 용어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되며, 프로토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TLS 클라이언트가 SSL 서버와 통
신하기 위해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음).
True Scale
True Scale은 Rapid Recovery의 확장형 아키텍처입니다.
Universal Recovery
Rapid Recovery Universal Recovery 기술은 무제한의 시스템 복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선택
한 물리적 또는 플랫폼 간에 획일적인 복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또는 가상 원본에서 가상 컴퓨터에 증분
복구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개별 파일, 폴더, 이메일, 달력 항목, 데이터베이스 및 응
용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 수준, 항목 수준 및 객체 수준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erified Recovery
Verified Recovery 기술은 백업의 자동 복구 테스트 및 확인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파일 시스
템 및 서버를 지원합니다.
가상 대기
가상 대기는 보호된 시스템의 클론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소스 시스템은 실제 또는 가상 컴
퓨터가 가능하지만 제품은 항상 가상 컴퓨터입니다. 한 번 주문으로 가상 대기를 만들거나 부팅 가능한 VM을 만들
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 있으며, 보호된 기존 시스템에서 각 스냅숏이 캡처된 후에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볼륨 관리자
Rapid Recovery 볼륨 관리자는 객체를 관리한 다음 객체를 저장하고 논리적 볼륨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동적 파
이프라인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I/O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TruScale 확장성, 병렬화
및 비동기식 입출력(I/O) 모델을 제공합니다.
화이트 레이블링
Rapid Recovery에서는 특정 백업 및 재해 복구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로고로 Rapid Recovery에 화이트 레이블
링 또는 리브랜딩한 다음 판매하거나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Rapid Recovery 화이트 레이블링 옵션은 Quest Software 라이센스 계약에 리브랜딩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조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2차 라이센스 및/또는 재배포하는 옵션 역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조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 Software는 Rapid Recovery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화이트 레이블링 옵션은 Rapid Recovery에 대한 어떠한 지적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
습니다. 귀하의 조직에서 이 기능을 요청하려면 Quest Software 영업 대표에게 문의하십시오.
Windows 장애 조치 클러스터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독립적 컴퓨터 그룹입니다. 클러스터된 서버
(노드라고 함)는 실제 케이블과 소프트웨어로 연결됩니다. 클러스터 노드 중 하나가 실패할 경우 다른 노드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장애 조치로 알려진 프로세스). 따라서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됩니다. Rapid Recovery에
서는 다양한 SQL Server 및 Exchange Server 클러스터 유형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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