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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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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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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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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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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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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송 대기열 설정 수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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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클라이언트 제한 시간 설정 조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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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Replay 엔진 설정 구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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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re와 관련된 Azure 관리 인증서 사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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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고서 설정 관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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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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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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M 리포지토리는 기본 저장소에 사용되며, 이 경우에 복구 지점은 Core에서 직접 지정된 저장소 장치로 저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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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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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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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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Rapid Recovery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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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hone-home이 아닌(NPH) 라이센스 획득 및 사용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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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키 편집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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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암호화 키 내보내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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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암호화 키 유형 변경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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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에이전트 기반 또는 에이전트 없는 보호 선택 시 요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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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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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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Rapid Snap for Virtual 이해하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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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VMware vCenter/ESXi 가상 호스트에서 컴퓨터 배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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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호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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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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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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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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에이전트 없는 보호를 사용하여 vCenter/ESXi 가상 컴퓨터 보호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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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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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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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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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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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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타사 서비스 공급자에게 복제 요청 제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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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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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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복제 모니터링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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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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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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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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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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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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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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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Rapid Recovery의 이벤트 알림 이해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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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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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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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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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이벤트 보존 구성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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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주문형 Core 보고서 생성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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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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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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SXi로 연속 내보내기 설정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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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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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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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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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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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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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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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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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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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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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ve DVD 로드 및 대상 시스템 시작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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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상 드라이브에서 파티션 포맷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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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명령줄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용 Bare Metal Restore 실행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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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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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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존 정책 관리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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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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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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호된 컴퓨터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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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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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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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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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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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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클라우드 저장소 옵션 고려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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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계정 제거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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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re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기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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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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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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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party contributions
This product contains the third-party components listed below. For third-party license information, go to http://
quest.com/legal/license-agreements.aspx. Source code for components marked with an asterisk (*) is available at
http://opensource.quest.com.
Table 176. List of third-party contributions
Component

License or
acknowledgment

Notes

AlphaFS 2.0.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AlphaVSS 1.2.400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ANTLR 3.3.3

Copyright (c) 2003-2007, Terence Parr

BSD ANTLR 3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ANTLR 4.0.2

BSD ANTLR 4

Copyright (c) 2012 Terence Parr and Sam Harwell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AWS SDK for .NET
3.3.37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Azure SDK
for .NET 2.4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Bootstrap 3.0.0

Apache 2.0

Bootstrap.js by @fat & @mdo
Copyright 2012 Twitter, Inc.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Bundletransformer
1.9.138

Apache 2.0

Copyright (c) 2012-2015 Andrey Taritsyn

Caliburn.Micro
2.0.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Castle Windsor
2.5.2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Chromium
43.0.2312

Chromium BSD
License N/A

Copyright 2014 The Chromium Authors. All rights reserved.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Chromium BSD Licens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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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License or
acknowledgment

Notes

CLAP 4.2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Common Library
for Hyak Code
Generator 1.0.2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curlpp 0.7.2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EcmaScript.Net
1.0.1

Mozilla Public
License (MPL) 1.1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Far Manager
3.0.4242

Far Manager BSD
License N/A

Copyright (c) 1996 Eugene Roshal
Copyright (c) 2000 Far Group
All rights reserved.
A copy of this licenses can be found at Far Manager BSD
License N/A.

fio 2.18*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This component is not used in the application. It is provided
with the product for customer convenience.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FlotCharts 0.8.3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Google APIs Client
Library for .NET
1.9.2

Apache 2.0

Copyright 2011 Google Inc

HTML Renderer
1.5.0.6

BSD CodePlex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html5-placeholdershim.jquery.js
1.0.58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ISOLINUX 4.05
20120131*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JavaScriptEngineSwitcher
Apache 2.0
1.2.4

Copyright (c) 2013-2015 Andrey Taritsyn

jqGrid 4.4.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rowl 1.2.6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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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uery 1.8.2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File Upload
Plugin 5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knob 1.2.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Templates
1.0.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Templates
1.0.0.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UI 1.9.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Validation
1.9.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Viewport
1.0.0.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 Viewport
1.0.0.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fileDownload MIT N/A
1.3.3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hotkeys
0.7.9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mCustomScrollbar
MIT N/A
3.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ey.mousewheel MIT N/A
3.1.12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splitter
0.14.0

GNU LGPL Version Copyright (C) 2010-2013 Jakub Jankiewicz
3, 29 June 20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query.tagsinput
1.3.3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Json.NET 4.5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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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ree 1.0-rc3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ibc 2.11.3*

GNU LGPL Version Copyright © 2006–2015 SUSE LLC and contributors.
3, 29 June 20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ibc 2.12*

GNU LGPL Version Copyright © 2002 Red Hat, Inc.
3, 29 June 20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ibc 2.15*

GNU LGPL Version Copyright © 2015 Canonical Ltd.
3, 29 June 20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ibc 2.17*

GNU LGPL Version Copyright © 2002 Red Hat, Inc.
3, 29 June 20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ibc 2.19*

GNU LGPL Version Copyright © 2006–2015 SUSE LLC and contributors.
3, 29 June 2007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ibc.so.6 2.7*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libext2fs 1.42.12*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Copyright (C) 1993, 1994, 1995, 1996 Theodore Ts'o.

BSD-style N/A

Portions Copyright 2002-2010 Atsuhiko Yamanaka, JCraft,Inc.

Iibssh2 1.4.3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Log4Net 1.2.10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MarkdownSharp
1.13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matchMedia 2.72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memtest86+ 4.20*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Microsoft Azure
Compute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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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Reactive
Extensions
for .NET 2.1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Moment.js 2.6.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MongoDB 2.0.6*

GNU Affero GPL
3.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MongoDB 10gen
driver 2.4.1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Mono 5.2*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Management
Library 12.0.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MsieJavaScriptEngineMozilla Public
1.4.3*
License (MPL) 1.1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NBD various*

This component is not used in the application. It is provided
with the product for customer convenience.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NDesk.Options
0.2.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Newtonsoft.Json.dll
6.0.8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NLog 4.4.12

BSD - Kowalski
2011

Copyright (c) 2004-2011 Jaroslaw Kowalski
<jaak@jkowwalski.net>.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OpenSSL 1.1.0e

OpenSSL 1.0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penSSL Project for use in the OpenSSL Toolkit (http://
www.openssl.org/).
Copyright (c) 1998-2016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OpenSSL 1.0.

OpenStack.NET
1.4.0.2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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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Collections
2007*

Eclipse Public
License 1.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Prism 4.0

Microsoft patterns
& practices license
N/A

Contains software or other content adapted from Microsoft
patterns & practices ObjectBuilder, © 2006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ProductionStackTraceMIT N/A
1.0.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Protobuf-net
2.0.0.627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PuTTY 0.63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Quartz.NET 2.1.2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Raphaël—
JavaScript Library
2.1.1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RazorGenerator 2.1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Resize Floating
Popup Control
Revision 3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1.02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1.02 .

respond.js 1.3.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SignalR 1.2.2

Apache 2.0

Copyright (c) .NET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SimpleRestServices MIT N/A
1.2.0.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SimpleRestServices MIT N/A
1.3.0.3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Sparsehash 1.11

BSD CodePlex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SSH.Net 2013.4.7

BSD CodePlex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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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FileEncodingDetector
BSD
Copyright 2002-2008 Xiph.org Foundation
1.0
TextFileEncodingDetector
Copyright 2002-2008 Jean-Marc Valin
1.0
Copyright 2005-2007 Analog Devices Inc.
Copyright 2005-2008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Copyright 1993, 2002, 2006 David Rowe
Copyright 2003 EpicGames
Copyright 1992-1994 Jutta Degener, Carsten Bormann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trip 2.1.0

MIT N/A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Tri-state tree view
Revision 9 (30May-2011)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1.02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1.02 .

Virtual Box SDK
4.2.14*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c 2004-2015 Oracle Corporation

WebGrease 1.5.2

Apache 2.0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Apache 2.0.

Yahoo! UI
Library: YUI
Compressor .Net
2.7.0

BSD CodePlex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zlib 1.2.5

zlib 1.2.5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http://quest.com/legal/
third-party-licenses.aspx.

A copy of this license can be found at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Apache 2.0
License Text
Apache License
Version 2.0, January 2004
http://www.apache.org/licenses/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1. Definitions.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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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ntity" shall mean the union of the acting entity and all other entities that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i)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ii)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iii)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exercising permissions granted by this License.
"Source" form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ftware source
code, documentation source, and configuration files.
"Object" form shall mean any form resulting from mechanical transformation or translation of a Source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iled object code, generated documentation, and conversions to other media
types.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Contribution" shall mean any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the original version of the Work and any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at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that is intentionally submitted to Licensor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authorized to submi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mitted" means any form of electronic,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sent to the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on electronic
mailing lists, source code control systems, and issue tracking systems that are managed by, or on behalf
of,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nd improving the Work, but excluding communication that is
conspicuously marked or otherwise designat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owner as "Not a Contribution."
"Contributor" shall mean Licensor and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on behalf of whom a Contribution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4. Redistribution. You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in any
medium,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 in Source or Object form, provided that You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and
(b) You must cause any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and
(d) If the Work includes a "NOTICE" text file as part of its distribution, then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must include a readable copy of the attribution notices contained within such NOTICE file,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i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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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a NOTICE text file distributed as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within the Source form or documentation, if
provided along with the Derivative Works; or, within a display generated by the Derivative Works, if and wherever
such third-party notices normally appear. The contents of the NOTICE fil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 not modify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attribution notices within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ongside or as an addendum to the NOTICE text from the Work,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attribution notices
can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5. Submission of Contributions. Unless You explicitly state otherwise, any Contribution intentionally submitted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You to the Licensor shall b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without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hing herein shall supersede or modify the terms of any separate license agreement
you may have executed with Licensor regarding such Contributions.
6. Trademarks. This License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use th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product names of the Licensor, except as required for reasonable and customary use in describing the origin of
the Work and reproducing the content of the NOTICE file.
7. Disclaimer of Warranty.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8.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in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such as deliberate and grossly negligent acts) or agreed to in
writing, shall any Contributor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arising as a result of this License or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Contribut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9. Accepting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While redistributing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You may
choose to offer, and charge a fee for, acceptance of support, warranty, indemnity, or other liability obligations
and/or rights consistent with this License. However, in accepting such obligations, You may act only on Your
own behalf and on Your sole responsibility, not on behalf of any other Contributor, and only if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each Contributor harmless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or claims asserted against,
such Contributor by reason of your accepting any such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END OF TERMS AND CONDITIONS

Chromium BSD License N/A
License Text
Copyright 2014 The Chromium Authors.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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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ther the name of Google Inc.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1.02
License Text
Preamble
This License governs Your use of the Work. This License is intended to allow developers to use the Source Code
and Executable Files provided as part of the Work in any application in any form.
The main point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License are:
Source Code and Executable Files can be used in commercial applications;
Source Code and Executable Files can be redistributed; and
Source Code can be modified to create derivative works.
No claim of suitability, guarantee, or any warranty whatsoever is provided. The software is provided "as-is".
The Article(s) accompanying the Work may not be distributed or republished without the Author's consent
This License is entered between You, the individual or other entity reading or otherwise making use of the Work
licensed pursuant to this License and the individual or other entity which offers the Work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uthor").
License
THE WORK (AS DEFINED BELOW)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CODE PROJECT OPEN
LICENSE ("LICENSE"). THE WORK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OR OTHER APPLICABLE LAW.
ANY USE OF THE WORK OTHER THAN AS AUTHORIZED UNDER THIS LICENSE OR COPYRIGHT LAW IS
PROHIBITED.
BY EXERCISING ANY RIGHTS TO THE WORK PROVIDED HEREIN, YOU ACCEPT AND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THE AUTHOR GRANTS YOU THE RIGHTS CONTAINED
HEREIN IN CONSIDERATION OF YOUR ACCEPTANCE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IF YOU DO
NOT AGREE TO ACCEPT AND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YOU CANNOT MAKE ANY
USE OF THE WORK.
Definitions.
"Articles" means, collectively, all articles written by Author which describes how the Source Code and Executable
Files for the Work may be used by a user.
"Author" means the individual or entity that offers the Work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 means a work based upon the Work or upon the Work and other pre-existing works.
"Executable Files" refer to the executables, binary files, configuration and any required data files included in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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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means the provider of the website, magazine, CD-ROM, DVD or other medium from or by which the
Work is obtained by You.
"Source Code" refers to the collection of source code and configuration files used to create the Executable Files.
"Standard Version" refers to such a Work if it has not been modified, or has been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 such consent being in the full discretion of the Author.
"Work" refers to the collection of files distributed by the Publisher, including the Source Code, Executable Files,
binaries, data files, documentation, whitepapers and the Articles.
"You" is you, an individual or entity wishing to use the Work and exercis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Fair Use/Fair Use Rights. Nothing in this License is intended to reduce, limit, or restrict any rights arising from fair
use, fair dealing, first sale or other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under copyright law or
other applicable laws.
License Gra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the Auth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license to exercise the rights in
the Work as stated below:
You may use the standard version of the Source Code or Executable Files in Your own applications.
You may apply bug fixes, portability fixes and other modifications obtained from the Public Domain or from the
Author. A Work modified in such a way shall still be considered the standard version and will be subject to this
License.
You may otherwise modify Your copy of this Work (excluding the Articles) in any way to create a Derivative Work,
provided that You insert a prominent notice in each changed file stating how, when and where You changed that
file.
You may distribute the standard version of the Executable Files and Source Code or Derivative Work in aggregate
with other (possibly commercial) programs as part of a larger (possibly commercial) software distribution.
The Articles discussing the Work published in any form by the author may not be distributed or republished
without the Author's consent. The author retains copyright to any such Articles. You may use the Executable Files
and Source Code pursuant to this License but you may not repost or republish or otherwise distribute or make
available the Article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Any subroutines or modules supplied by You and linked into the Source Code or Executable Files this Work shall
not be considered part of this Work and will not be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License.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Auth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Restrictions.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 above is expressly made subject to and limited by the following
restrictions:
You agree not to remove any of the origina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and associated
disclaimers that may appear in the Source Code or Executable Files.
You agree not to advertise or in any way imply that this Work is a product of Your own.
The name of the Author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e Work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You agree not to sell, lease, or rent any part of the Work. This does not restrict you from including the Work or any
part of the Work inside a larger software distribution that itself is being sold. The Work by itself, though, cannot be
sold, leased or rented.
You may distribute the Executable Files and Source Code only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You must
include a copy of, or th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for, this License with every copy of the Executable Files
or Source Code You distribute and ensure that anyone receiving such Executable Files and Source Code
agrees that the terms of this License apply to such Executable Files and/or Source Code. You may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the Work that alter or restrict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You may not sublicense the Work. You must keep intact all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disclaimer of warranties. You may not distribute the Executable Files or Source Code with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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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measures that control access or use of the Work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You agree not to use the Work for illegal, immoral or improper purposes, or on pages containing illegal, immoral
or improper material. The Work is subject to applicable export laws. You agree to comply with all such laws and
regulations that may apply to the Work after Your receipt of the Work.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Disclaimer. THIS WORK IS PROVIDED "AS IS", "WHERE IS" AND "AS
AVAILABLE",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R GUARANTEES.
YOU, THE USER, ASSUME ALL RISK IN ITS USE, INCLUDING COPYRIGHT INFRINGEMENT, PATENT
INFRINGEMENT, SUITABILITY, ETC. AUTHOR EXPRESSLY DISCLAIMS ALL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WARRANTIES OR CONDI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MERCHANTABLE QUA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ANY WARRANTY OF TITLE OR NON-INFRINGEMENT, OR THAT THE WORK (OR ANY
PORTION THEREOF) IS CORRECT, USEFUL, BUG-FREE OR FREE OF VIRUSES. YOU MUST PASS THIS
DISCLAIMER ON WHENEVER YOU DISTRIBUTE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Indemnity. You agree to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Author and the Publisher from and against any
claims, suits, losses, damages, liabiliti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legal or attorneys’ fees)
resulting from or relating to any use of the Work by You.
Limitation on Liability.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IN NO EVENT WILL
THE AUTHOR OR THE PUBLISHER BE LIABLE TO YOU ON ANY LEGAL THEORY FOR ANY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RISING OUT OF THIS LICENSE
OR THE USE OF THE WORK OR OTHERWISE, EVEN IF THE AUTHOR OR THE PUBLISHE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Termination.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any breach by You of any term
of this Licens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have received Derivative Work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however,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provided such individuals or enti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with those
licenses. Sections 1, 2, 6, 7, 8, 9, 10 and 11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License.
If You bring a copyright, trademark, patent or any other infringement claim against any contributor over
infringements You claim are made by the Work, your License from such contributor to the Work ends
automatically.
Subject to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this License is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in the Work).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Auth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s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lection will not serve to
withdraw this License (or any other license that has been, or is required to be, grant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is Licens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less terminated as stated above.
Publisher. The parties hereby confirm that the Publisher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be responsible for
and shall not have any liabilit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is License. The Publisher makes no warran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e Work and shall not be liable to You or any party on any legal theory for any
damages whatsoev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in connection to this license. The Publisher reserves the right to cease making the Work available to You
at any time without notice
Miscellaneous
This Licens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f the Author or if the Author is an
individual, the laws of location of the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of the Author.
If any provision of this License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to this
License,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No term or provision of this License shall be deemed waived and no breach consented to unless such waiver or
consent shall b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y to be charged with such waiver or consent.
This License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Work licensed herein. There
are no understandings, agreements or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the Work not specified herein.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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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not be bound by any additional provisions that may appear in any communication from You. This License
may not be modified without the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Author and You.

Far Manager BSD License N/A
License Text
Copyright (c) 1996 Eugene Roshal
Copyright (c) 2000 Far Group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The name of the authors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AUTHO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AUTHO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EXCEPTION:
Far Manager plugins that use only the following header files from this distribution (none or any): farcolor.hpp,
farkeys.hpp, plugin.hpp, farcolorW.pas, farkeysW.pas and pluginW.pas; can be distributed under any other
possible license with no implications from the above license on them.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19 November 2007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Preambl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is a free, copyleft license for software and other kinds of works,
specifically designed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in the case of network server softwar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nd other practical works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the works. By contrast,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all versions of a program--to make sure it remains free software for all it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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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em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or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know you can do these things.
Developers that us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protect your rights with two steps: (1) assert copyright on the
software, and (2) offer you this License which gives you legal permission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e
software.
A secondary benefit of defending all users' freedom is that improvements made in alternate versions of the
program, if they receive widespread use, become available for other developers to incorporate. Many developers
of free software are heartened and encouraged by the resulting coope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software
used on network servers, this result may fail to come abou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permits making a
modified version and letting the public access it on a server without ever releasing its source code to the public.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is designed specifically to ensure that, in such cases, the modified
source code becomes available to the community. It requires the operator of a network server to provide the
source code of the modified version running there to the users of that server. Therefore, public use of a modified
version, on a publicly accessible server, gives the public access to the source code of the modified version.
An older license, called the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nd published by Affero, was designed to accomplish
similar goals. This is a different license, not a version of the Affero GPL, but Affero has released a new version of
the Affero GPL which permits relicensing under this license.
The preci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follow.
TERMS AND CONDITIONS
0. Definitions.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Copyright" also means copyright-like laws that apply to other kinds of works, such as semiconductor masks.
"The Program" refers to any copyrightable work licensed under this License.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Licensees" and "recipients" may b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o "modify" a work means to copy from or adapt all or part of the work in a fashion requiring copyright permission,
other than the making of an exact copy. The resulting work is called a "modified version" of the earlier work or a
work "based on" the earlier work.
A "covered work" means either the unmodified Program or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o "propagate" a work means to do anything with it that, without permission, would make you directly or
secondarily liable for infringement under applicable copyright law, except executing it on a computer or modifying
a private copy. Propagation includes copying, distribution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in some countries other activities as well.
To "convey" a work means any kind of propagation that enables other parties to make or receive copies. Mere
interaction with a user through a computer network, with no transfer of a copy, is not conveying.
An interactive user interface displays "Appropriate Legal Notices" to the extent that it includes a convenient and
prominently visible feature that (1) displays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2) tells the user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work (except to the extent that warranties are provided), that licensees may convey the work
under this License, and how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If the interface presents a list of user commands or
options, such as a menu, a prominent item in the list meets this criterion.
1. Source Code.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Object code"
means any non-source form of a work.
A "Standard Interface" means an interface that either is an official standard defined by a recognized standards
body, or, in the case of interfaces specified for a particular programming language, one that is widely used among
developers working in that language.
The "System Libraries" of an executable work include anything, other than the work as a whole, that (a) is
included in the normal form of packaging a Major Component, but which is not part of that Majo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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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 serves only to enable use of the work with that Major Component, or to implement a Standard Interfac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in source code form. A "Major Component", in this context,
means a major essential component (kernel, window system, and so on) of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if any)
on which the executable work runs, or a compiler used to produce the work, or an object code interpreter used to
run it.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object code form means all the source code needed to generate,
install, and (for an executable work) run the object code and to modify the work, including scripts to control
those activitie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work's System Libraries, or general-purpose tools or generally
available free programs which are used unmodified in performing those activities but which are not part of the
work. For example, Corresponding Source includes interface definition files associated with source files for the
work, and the source code for shared libraries and dynamically linked subprograms that the work is specifically
designed to require, such as by intimate data communication or control flow between those subprograms and
other parts of the work.
The Corresponding Source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users can regenerate automatically from other parts of
the Corresponding Source.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source code form is that same work.
2. Basic Permissions.
All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are granted for the term of copyright on the Program, and are irrevocable
provided the stated conditions are met. This License explicitly affirms your unlimited permission to run the
unmodified Program. The output from running a covered work is covered by this License only if the output, given
its content, constitutes a covered work. This License acknowledges your rights of fair use or other equivalent, as
provided by copyright law.
You may make, run and propagate covered works that you do not convey, without conditions so long as your
license otherwise remains in force. You may convey covered works to others for the sole purpose of having them
make modifications exclusively for you, or provide you with facilities for running those works, provided that you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in conveying all material for which you do not control copyright. Those thus
making or running the covered works for you must do so exclusively on your behalf, under your direction and
control, on terms that prohibit them from making any copies of your copyrighted material outside their relationship
with you.
Conveying under any other circumstances is permitted solely under the conditions stated below. Sublicensing is
not allowed; section 10 makes it unnecessary.
3. Protecting Users' Legal Rights From Anti-Circumvention Law.
No covered work shall be deemed part of an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under any applicable law fulfill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dopted on 20 December 1996, or similar laws
prohibiting or restricting circumvention of such measures.
When you convey a covered work, you waive any legal power to forbid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o the extent such circumvention is effected by exercising rights under this License with respect to the covered
work, and you disclaim any intention to limit operation or modification of the work as a means of enforcing, against
the work's users, your or third parties' legal rights to forbid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4. Conveying Verbatim Copies.
You may convey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keep intact all notices
stating that this License and any non-permissive terms added in accord with section 7 apply to the code; keep
intact all notices of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ll recipients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Program.
You may charge any price or no price for each copy that you convey, and you may offer support or warranty
protection for a fee.
5. Conveying Modified Source Versions.
You may convey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r the modifications to produce it from the Program, in the form of
source code under the terms of section 4,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a) The work must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modified it, and giving a releva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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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work must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it is released under this License and any conditions added
under section 7. This requirement modifies the requirement in section 4 to "keep intact all notices".
c) You must license the entire work, as a whole, under this License to anyone who comes into possession of a
copy. This License will therefore apply, along with any applicable section 7 additional terms, to the whole of the
work, and all its parts, regardless of how they are packaged. This License gives no permission to license the work
in any other way, but it does not invalidate such permission if you have separately received it.
d) If the work has interactive user interfaces, each must display Appropriate Legal Notices; however, if the
Program has interactive interfaces that do not display Appropriate Legal Notices, your work need not make them
do so.
A compilation of a covered work with other separate and independent works, which are not by their nature
extensions of the covered work, and which are not combined with it such as to form a larger program, in or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is called an "aggregate" if the compilation and its resulting
copyright are not used to limit the access or legal rights of the compilation's users beyond what the individual
works permit. Inclusion of a covered work in an aggregate does not cause this License to apply to the other parts
of the aggregate.
6. Conveying Non-Source Forms.
You may convey a covered work in object cod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4 and 5, provided that you also
convey the machine-readable Corresponding Sourc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in one of these ways:
a) Convey the object code in, or embodied in, a physical product (including a physical distribution medium),
accompanied by the Corresponding Source fixed on a durable physical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b) Convey the object code in, or embodied in, a physical product (including a physical distribution medium),
accompanied by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valid for as long as you offer spare parts or
customer support for that product model, to give anyone who possesses the object code either (1) a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ll the software in the product that is covered by this License, on a durable physical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for a price no more than your reasonable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this conveying of source, or (2) access to copy the Corresponding Source from a network server at no
charge.
c) Convey individual copies of the object code with a copy of the written offer to provide the Corresponding
Source. This alternative is allowed only occasionally and noncommercially, and only if you received the object
code with such an offer, in accord with subsection 6b.
d) Convey the object code by offering access from a designated place (gratis or for a charge), and offer equivalent
access to the Corresponding Source in the same way through the same place at no further charge. You need not
require recipients to copy the Corresponding Source along with the object code. If the place to copy the object
code is a network server, the Corresponding Source may be on a different server (operated by you or a third
party) that supports equivalent copying facilities, provided you maintain clear directions next to the object code
saying where to find the Corresponding Source. Regardless of what server hosts the Corresponding Source, you
remain obligated to ensure that it is available for as long as needed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e) Convey the object code using peer-to-peer transmission, provided you inform other peers where the object
code and Corresponding Source of the work are being offered to the general public at no charge under subsection
6d.
A separable portion of the object code, whose source code is excluded from the Corresponding Source as a
System Library, need not be included in conveying the object code work.
A "User Product" is either (1) a "consumer product", which means any tangible personal property which is
normally used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or (2) anything designed or sold for incorporation into
a dwelling. In determining whether a product is a consumer product, doubtful cases shall be resolved in favor of
coverage. For a particular product received by a particular user, "normally used" refers to a typical or common
use of that class of product,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particular user or of the way in which the particular
user actually uses, or expects or is expected to use, the product. A product is a consumer product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has substantial commercial, industrial or non-consumer uses, unless such uses represent the
only significant mode of use of the product.
"Installation Information" for a User Product means any methods, procedures, authorization keys, or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install and execute modified versions of a covered work in that User Produc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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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ified version of its Corresponding Source. The information must suffice to ensure that the continued
functioning of the modified object code is in no case prevented or interfered with solely because modification has
been made.
If you convey an object code work under this section in, or with, or specifically for use in, a User Product, and
the conveying occurs as part of a transaction in which the right of possession and use of the User Product is
transferred to the recipient in perpetuity or for a fixed term (regardless of how the transaction is characterized), the
Corresponding Source conveyed under this sec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But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if neither you nor any third party retains the ability to install modified object code on
the User Product (for example, the work has been installed in ROM).
The requirement to provide Installation Information does not include a requirement to continue to provide support
service, warranty, or updates for a work that has been modified or installed by the recipient, or for the User
Product in which it has been modified or installed. Access to a network may be denied when the modification itself
materially and adversely affects the operation of the network or violates the rules and protocols for communication
across the network.
Corresponding Source conveyed, and Installation Information provided, in accord with this section must be in a
format that is publicly documented (and with an implement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n source code form), and
must require no special password or key for unpacking, reading or copying.
7. Additional Terms. "Additional permissions" are terms that supplement the terms of this License by making
exceptions from one or more of its conditions. Additional permissions that are applicable to the entire Program
shall be treated as though they were included in this Licens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valid under applicable
law. If additional permissions apply only to part of the Program, that part may be used separately under
those permissions, but the entire Program remains governed by this License without regard to the additional
permissions.
When you convey a copy of a covered work, you may at your option remove any additional permissions from that
copy, or from any part of it. (Additional permissions may be written to require their own removal in certain cases
when you modify the work.) You may place additional permissions on material, added by you to a covered work,
for which you have or can give appropriate copyright permiss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icense, for material you add to a covered work, you may (if
authorized by the copyright holders of that material) supplement the terms of this License with terms:
a) Disclaiming warranty or limiting liability differently from the terms of sections 15 and 16 of this License; or
b) Requiring preservation of specified reasonable legal notices or author attributions in that material or in the
Appropriate Legal Notices displayed by works containing it; or
c) Prohibiting misrepresentation of the origin of that material, or requiring that modified versions of such material
be marked in reasonable ways a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version; or
d) Limiting the use for publicity purposes of names of licensors or authors of the material; or
e) Declining to grant rights under trademark law for use of some trade names, trademarks, or service marks; or
f) Requiring indemnification of licensors and authors of that material by anyone who conveys the material
(or modified versions of it) with contractual assumptions of liability to the recipient, for any liability that these
contractual assumptions directly impose on those licensors and authors.
All other non-permissive additional terms are considered "further restriction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0.
If the Program as you received it, or any part of it, contains a notice stating that it is governed by this License
along with a term that is a further restriction, you may remove that term. If a license document contains a further
restriction but permits relicensing or conveying under this License, you may add to a covered work material
governed by the terms of that license document, provided that the further restriction does not survive such
relicensing or conveying.
If you add terms to a covered work in accord with this section, you must place, in the relevant source files, a
statement of the additional terms that apply to those files, or a notice indicating where to find the applicable terms.
Additional terms, permissive or non-permissive, may be stated in the form of a separately written license, or
stated as exceptions; the above requirements apply either way.
8.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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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ay not propagate or modify a covered work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propagate or modify it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including any patent licenses granted under the third paragraph of section 11).
However, if you cease all violation of this License, then your license from a particular copyright holder is reinstated
(a) provisionally, unless and until the copyright holder explicitly and finally terminates your license, and (b)
permanently, if the copyright holder fails to notify you of the violation by some reasonable means prior to 60 days
after the cessation.
Moreover, your license from a particular copyright holder is reinstated permanently if the copyright holder notifies
you of the violation by some reasonable means, this is the first time you have received notice of violation of this
License (for any work) from that copyright holder, and you cure the violation prior to 30 days after your receipt of
the notice.
Termination of your rights under this section does not terminate the licenses of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If your rights have been terminated and not permanently reinstated, you do
not qualify to receive new licenses for the same material under section 10.
9. Acceptance Not Required for Having Copies.
You are not required to accept this License in order to receive or run a copy of the Program. Ancillary propagation
of a covered work occurring solely as a consequence of using peer-to-peer transmission to receive a copy
likewise does not require acceptance. However, nothing other than this License grants you permission to
propagate or modify any covered work. These actions infringe copyright if you do not accept this License.
Therefore, by modifying or propagating a covered work,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10. Automatic Licensing of Downstream Recipients.
Each time you convey a covered work, the recipient automatically receives a license from the original licensors, to
run, modify and propagate that work, subject to this License.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iance by
third parties with this License.
An "entity transaction" is a transaction transferring control of an organization, or substantially all assets of one,
or subdividing an organization, or merging organizations. If propagation of a covered work results from an entity
transaction, each party to that transaction who receives a copy of the work also receives whatever licenses
to the work the party's predecessor in interest had or could give under the previous paragraph, plus a right to
possession of the Corresponding Source of the work from the predecessor in interest, if the predecessor has it or
can get it with reasonable efforts.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or affirmed under this License.
For example, you may not impose a license fee, royalty, or other charge for exercise of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and you may not initiate litigation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any
patent claim is infringed by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for sale, or importing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11. Patents.
A "contributor" is a copyright holder who authorizes use under this License of the Program or a work on which the
Program is based. The work thus licensed is called the contributor's "contributor version".
A contributor's "essential patent claims" are all patent claims owned or controlled by the contributor, whether
already acquired or hereafter acquired, that would be infringed by some manner, permitted by this License,
of making, using, or selling its contributor version, but do not include claims that would be infringed only as a
consequence of further modification of the contributor version.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includes
the right to grant patent sublicens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grants you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the contributor's
essential patent claims, to make,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and otherwise run, modify and propagate the
contents of its contributor version.
In the following three paragraphs, a "patent license" is any express agreement or commitment, however
denominated, not to enforce a patent (such as an express permission to practice a patent or covenant not to
sue for patent infringement). To "grant" such a patent license to a party means to make such an agreement or
commitment not to enforce a patent against the party.
If you convey a covered work, knowingly relying on a patent license, and the Corresponding Source of the work is
not available for anyone to copy, free of charge an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through a public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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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erver or other readily accessible means, then you must either (1) cause the Corresponding Source to
be so available, or (2) arrange to deprive yourself of the benefit of the patent license for this particular work, or (3)
arrang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to extend the patent license to downstream
recipients. "Knowingly relying" means you have actual knowledge that, but for the patent license, your conveying
the covered work in a country, or your recipient's use of the covered work in a country, would infringe one or more
identifiable patents in that country that you have reason to believe are valid.
If, pursuant to or in connection with a single transaction or arrangement, you convey, or propagate by procuring
conveyance of, a covered work, and grant a patent license to some of the parties receiving the covered work
authorizing them to use, propagate, modify or convey a specific copy of the covered work, then the patent license
you grant is automatically extended to all recipients of the covered work and works based on it.
A patent license is "discriminatory" if it does not include within the scope of its coverage, prohibits the exercise of,
or is conditioned on the non-exercise of one or more of the rights that are specifically granted under this License.
You may not convey a covered work if you are a party to an arrangement with a third party that is in the business
of distributing software, under which you make payment to the third party based on the extent of your activity of
conveying the work, and under which the third party grants, to any of the parties who would receive the covered
work from you, a discriminatory patent license (a) in connection with copies of the covered work conveyed by you
(or copies made from those copies), or (b) primarily for and in connection with specific products or compilations
that contain the covered work, unless you entered into that arrangement, or that patent license was granted, prior
to 28 March 2007.
Nothing in this License shall be construed as excluding or limiting any implied license or other defenses to
infringement that may otherwise be available to you under applicable patent law.
12. No Surrender of Others' Freedom.
If conditions are imposed on you (whether by court order, agreement or otherwise) that contradict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they do not excuse you from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If you cannot convey a covered work
so as to satisfy simultaneously your obligations under this License and any other pertinent obligations, then as a
consequence you may not convey it at all. For example, if you agree to terms that obligate you to collect a royalty
for further conveying from those to whom you convey the Program, the only way you could satisfy both those
terms and this License would be to refrain entirely from conveying the Program.
13. Remote Network Interaction; Use with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icense, if you modify the Program, your modified version must
prominently offer all users interacting with it remotely through a computer network (if your version supports
such interaction) an opportunity to receive the Corresponding Source of your version by providing access to
the Corresponding Source from a network server at no charge, through some standard or customary means of
facilitating copying of software. This Corresponding Source shall include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ny work
covered by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that is incorporated pursuant to the following paragraph.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icense, you have permission to link or combine any covered work
with a work licensed under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to a single combined work, and to
convey the resulting work. The terms of this License will continue to apply to the part which is the covered work,
but the work with which it is combined will remain governed by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14. Revised Versions of this License.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Program specifies that a certain numbered version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or any later version" applies to it,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numbered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Program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Program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ich future version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can be used,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 version permanently authorizes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Program.
Later license versions may give you additional or different permissions. However, no additional obligations are
imposed on any author or copyright holder as a result of your choosing to follow a later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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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isclaimer of Warranty.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16.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WILL ANY
COPYRIGHT HOLDER, OR ANY OTHER PARTY WHO MODIFIES AND/OR CONVEYS THE PROGRAM
AS PERMITTED ABOVE,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DATA OR DATA BEING RENDERED INACCURATE
OR LOSSES SUSTAINED BY YOU OR THIRD PARTIES OR A FAILURE OF THE PROGRAM TO OPERATE
WITH ANY OTHER PROGRAMS), EVEN IF SUCH HOLDER OR OTHER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17. Interpretation of Sections 15 and 16.
If the disclaimer of warranty and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ded above cannot be given local legal effect according
to their terms, reviewing courts shall apply local law that most closely approximates an absolute waiver of all civi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unless a warranty or assumption of liability accompanies a copy of the
Program in return for a fee.
END OF TERMS AND CONDITIONS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If you develop a new program, and you want it to be of the greatest possible use to the public,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make it free software which everyone can redistribute and change under these terms.
To do so, attach the following notices to the program. It is safest to attach them to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most effectively state the exclusion of warranty; and each file should have at least the "copyright" line and a
pointer to where the full notice is found.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If your software can interact with users remotely through a computer network, you should also make sure that it
provides a way for users to get its source. For example, if your program is a web application, its interface could
display a "Source" link that leads users to an archive of the code. There are many ways you could offer source,
and different solutions will be better for different programs; see section 13 for the specific requirements.
You should also get your employer (if you work as a programmer) or school, if any, to sign a "copyright
disclaimer" for the program, if necessary.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and how to apply and follow the GNU
AGPL, see <http://www.gnu.org/licenses/>.

목차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98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License Text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June 1991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Preambl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This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most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s software and to any other program whose authors commit to using it. (Some other Free Software
Foundation software is covered by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You can apply it to your
programs, too.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is service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or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know you can do these things.
To protect your rights, we need to make restrictions that forbid anyone to deny you these rights or to ask you to
surrender the rights. These restrictions translate to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you if you distribute copies of the
software, or if you modify it.
For example, if you distribute copies of such a program, whether gratis or for a fee, you must give the recipients
all the rights that you have. You must make sure that they, too, receive or can get the source code.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 rights.
We protect your rights with two steps: (1) copyright the software, and (2) offer you this license which gives you
legal permission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e software.
Also, for each author's protection and ours, we want to make certain that everyone understands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is free software. If the software is modified by someone else and passed on, we want its recipients
to know that what they have is not the original, so that any problems introduced by others will not reflect on the
original authors' reputations.
Finally, any free program is threatened constantly by software patents. We wish to avoid the danger that
redistributors of a free program will individually obtain patent licenses, in effect making the program proprietary.
To prevent this, we have made it clear that any patent must be licensed for everyone's free use or not licensed at
all.
The preci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follow.
GNU GENERAL PUBLIC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0. This License applies to any program or other work which contains a notice placed by the copyright holder
saying it may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is General Public License. The "Program", below, refers to
any such program or work, and a "work based on the Program" 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that is to say, a work containing the Program or a portion of it, 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or translated into another language. (Hereinafter, translation is included without limitation in the
term "modification".)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Activitie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they are outside its
scope. The act of running the Program is not restricted, and the output from the Program is covered only i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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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onstitute a work based on the Program (independent of having been made by running the Program).
Whether that is true depends on what the Program does.
1. You may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disclaimer of warranty; keep intact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Program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Program.
You may charge a fee for the physical act of transferring a copy, and you may at your option offer warranty
protection in exchange for a fee.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a) You must cause the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the date of
any change.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c) If the modified program normally reads commands interactively when run, you must cause it, when started
running for such interactive use in the most ordinary way, to print or display an announcement including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a notice that there is no warranty (or else, saying that you provide a warranty)
and that users may redistribute the program under these conditions, and telling the user how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Exception: if the Program itself is interactive but does not normally print such an announcement, your
work based on the Program is not required to print an announcement.)
These requirements apply to the modified work as a whol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whose permissions for other licensees extend to the entire whole, and
thus to each and every part regardless of who wrote it.
Thus, it is not the intent of this section to claim rights or contest your rights to work written entirely by you; rather,
the intent is to exercise the right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derivative or collective works based on the Program.
In addition,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Program (or with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b) Accompany it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any third party, for a charge no
more than your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source distribution, a complete machine-readable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to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c) Accompany it with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as to the offer to distribute corresponding source code. (This
alternative is allowed only for noncommercial distribution and only if you received the program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with such an offer, in accord with Subsection b above.)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n executable
work,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executable. However, as a
special exception, the source code distributed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in either
source or binary form) with the major components (compiler, kernel, and so on) of the operating system on which
the executable runs, unless that component itself accompanies the execu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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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distribution of executable or object code is made by offering access to copy from a designated place, then
offering equivalent access to copy the source code from the same place counts as distribution of the source code,
even though third parties are not compelled to copy the source along with the object code.
4.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5. You are not required to accept this License, since you have not signed it. However, nothing else grants you
permission to modify or distribute the Program or its derivative works. These a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f
you do not accept this License. Therefore, by modifying or distributing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modifying the Program or works based on it.
6. Each time you redistribute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recipient automatically
receives a license from the original licensor to copy, distribute or modify the Program subjec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iance by third parties to this License.
7. If, as a consequence of a court judgment or alle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or for any other reason (not limited
to patent issues), conditions are imposed on you (whether by court order, agreement or otherwise) that contradict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they do not excuse you from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If you cannot distribute
so as to satisfy simultaneously your obligations under this License and any other pertinent obligations, then as a
consequence you may not distribute the Program at all. For example, if a patent license would not permit royaltyfree redistribution of the Program by all those who receive cop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you, then the only
way you could satisfy both it and this License would be to refrain entirely from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f any portion of this section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particular circumstance, the balance of the
section is intended to apply and the section as a whole is intended to apply in other circumstance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induce you to infringe any patents or other property right claims or to
contest validity of any such claims; this section has the sol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free softwar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implemented by public license practices. Many people have made generous
contributions to the wide range of software distributed through that system in reliance on consistent application
of that system; it is up to the author/donor to decide if he or she is willing to distribute software through any other
system and a licensee cannot impose that choice.
This section is intended to make thoroughly clear what is believed to be a consequence of the rest of this License.
8. If the distribution and/or use of the Program is restricted in certain countries either by patents or by copyrighted
interfaces,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who places the Program under this License may add an explicit
geographical distribution limitation excluding those countries, so that distribution is permitted only in or among
countries not thus excluded. In such case, this License incorporates the limitation as if written in the body of this
License.
9.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Program specifies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which applies to it and "any later version",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Program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10. If you wish to incorporate parts of the Program into other free programs whose distribution conditions are
different, write to the author to ask for permission. For software which is copyrigh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e sometimes make exceptions for this. Our decision will be
guided by the two goals of preserving the free status of all derivatives of our free software and of promoting the
sharing and reuse of software generally.
NO WARRANTY
11. BECAUSE THE PROGRAM IS LICENSED FREE OF CHARGE,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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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12. IN NO EVENT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WILL ANY
COPYRIGHT HOLDER, OR ANY OTHER PARTY WHO MAY MODIFY AND/OR REDISTRIBUTE THE
PROGRAM AS PERMITTED ABOVE,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DATA OR DATA BEING RENDERED
INACCURATE OR LOSSES SUSTAINED BY YOU OR THIRD PARTIES OR A FAILURE OF THE PROGRAM
TO OPERATE WITH ANY OTHER PROGRAMS), EVEN IF SUCH HOLDER OR OTHER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END OF TERMS AND CONDITIONS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If you develop a new program, and you want it to be of the greatest possible use to the public,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make it free software which everyone can redistribute and change under these terms.
To do so, attach the following notices to the program. It is safest to attach them to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most effectively convey the exclusion of warranty; and each file should have at least the "copyright" line and a
pointer to where the full notice is found.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If the program is interactive, make it output a short notice like this when it starts in an interactive mode: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Gnomovision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type `show w'.
This is free software,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 for details.
The hypothetical commands `show w' and `show c' should show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Of course, the commands you use may be called something other than `show w' and `show c'; they
could even be mouse-clicks or menu items--whatever suits your program.
You should also get your employer (if you work as a programmer) or your school, if any, to sign a "copyright
disclaimer" for the program, if necessary. Here is a sample; alter the names:
Yoyodyne, Inc., hereby disclaims all copyright interest in the program
`Gnomovision' (which makes passes at compilers) written by James Hacker.
<signature of Ty Coon>, 1 April 1989
Ty Coon, President of Vice
This General Public License does not permit incorporating your program into proprietary programs. If your
program is a subroutine library, you may consider it more useful to permit linking proprietary applications with the
library. If this is what you want to do, us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of thi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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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License Text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1, February 1999
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This is the first released version of the Lesser GPL. It also counts as the successor of the GNU Library Public
License, version 2, hence the version number 2.1.]
Preambl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s are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This license,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some specially designated software packages-typically libraries--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other authors who decide to use it. You can use it too, but
we suggest you first think carefully about whether this license or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is the better
strategy to use in any particular case, based on the explanations below.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of use,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is service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and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are informed that you can do these things.
To protect your rights, we need to make restrictions that forbid distributors to deny you these rights or to ask you
to surrender these rights. These restrictions translate to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you if you distribute copies of
the library or if you modify it.
For example, if you distribute copies of the library, whether gratis or for a fee, you must give the recipients all the
rights that we gave you. You must make sure that they, too, receive or can get the source code. If you link other
code with the library, you must provide complete object files to the recipients, so that they can relink them with the
library after making changes to the library and recompiling it.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 rights.
We protect your rights with a two-step method: (1) we copyright the library, and (2) we offer you this license,
which gives you legal permission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e library.
To protect each distributor, we want to make it very clear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free library. Also, if the
library is modified by someone else and passed on, the recipients should know that what they have is not the
original version, so that the original author's reputation will not be affected by problems that might be introduced
by others.
Finally, software patents pose a constant threat to the existence of any free program. We wish to make sure that
a company cannot effectively restrict the users of a free program by obtaining a restrictive license from a patent
holder. Therefore, we insist that any patent license obtained for a version of the library must be consistent with the
full freedom of use specified in this license.
Most GNU software, including some libraries, is covered by the ordinary GNU General Public License. This
licens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certain designated libraries, and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We use this license for certain libraries in order to permit linking those
libraries into non-fre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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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program is linked with a library, whether statically or using a shared library, the combination of the two
is legally speaking a combined work, a derivative of the original library.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therefore permits such linking only if the entire combination fits its criteria of freedom.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permits more lax criteria for linking other code with the library.
We call this license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because it does Less to protect the user's freedom than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It also provides other free software developers Less of an advantage over
competing non-free programs. These disadvantages are the reason we use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for many libraries. However, the Lesser license provides advantages in certain special circumstances.
For example, on rare occasions, there may be a special need to encourage the widest possible use of a certain
library, so that it becomes a de-facto standard. To achieve this, non-free programs must be allowed to use the
library. A more frequent case is that a free library does the same job as widely used non-free libraries. In this
case, there is little to gain by limiting the free library to free software only, so we use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 other cases, permission to use a particular library in non-free programs enables a greater number of people
to use a large body of free software. For example, permission to use the GNU C Library in non-free programs
enables many more people to use the whole GNU operating system, as well as its variant, the GNU/Linux
operating system.
Although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s Less protective of the users' freedom, it does ensure that the
user of a program that is linked with the Library has the freedom and the wherewithal to run that program us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The preci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follow. Pay close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The former contains code
derived from the library, whereas the latter must be combined with the library in order to run.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0. This License Agreement applies to any software library or other program which contains a notice placed by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authorized party saying it may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is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so called "this License").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A "library" means a collection of software functions and/or data prepared so as to be conveniently linked with
application programs (which use some of those functions and data) to form executables.
The "Library", below, refers to any such software library or work which has been distributed under these term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means either the Library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that is to
say, a work containing the Library or a portion of it, 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or translated
straightforwardly into another language. (Hereinafter, translation is included without limitation in the term
"modification".)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 library,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library.
Activitie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they are outside
its scope. The act of running a program using the Library is not restricted, and output from such a program is
covered only if its contents constitute a work based on the Library (independent of the use of the Library in a tool
for writing it). Whether that is true depends on what the Library does and what the program that uses the Library
does.
1. You may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e Library's complete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disclaimer of warranty; keep intact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distribute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Library.
You may charge a fee for the physical act of transferring a copy, and you may at your option offer warranty
protection in exchange for a fee.

목차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404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Library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a) The modified work must itself be a software library.
b) You must cause the files modified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the date of
any change.
c) You must cause the whole of the work to be licensed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d) If a facility in the modified Library refers to a function or a table of data to be supplied by an application program
that uses the facility, other than as an argument passed when the facility is invoked, then you must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n application does not supply such function or table, the facility still
operates, and performs whatever part of its purpose remains meaningful.
(For example, a function in a library to compute square roots has a purpose that is entirely well-defined
independent of the application. Therefore, Subsection 2d requires that any application-supplied function or table
used by this function must be optional: if the application does not supply it, the square root function must still
compute square roots.)
These requirements apply to the modified work as a whol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Library,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whose permissions for other licensees extend to the entire whole, and thus
to each and every part regardless of who wrote it.
Thus, it is not the intent of this section to claim rights or contest your rights to work written entirely by you; rather,
the intent is to exercise the right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derivative or collective works based on the Library.
In addition,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Library with the Library (or with a work based on
the Library)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3. You may opt to apply the terms of the ordinary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of this License to a given
copy of the Library. To do this, you must alter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so that they refer to the
ordinary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instead of to this License. (If a newer version than version 2 of
the ordinary GNU General Public License has appeared, then you can specify that version instead if you wish.)
Do not make any other change in these notices.
Once this change is made in a given copy, it is irreversible for that copy, so the ordinary GNU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all subsequent copies and derivative works made from that copy.
This option is useful when you wish to copy part of the code of the Library into a program that is not a library.
4.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Library (or a portion or derivative of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If distribution of object code is made by offering access to copy from a designated place, then offering equivalent
access to copy the source code from the same place satisfies the requirement to distribute the source code, even
though third parties are not compelled to copy the source along with the object code.
5. A program that contains no derivative of any portion of the Library, but is designed to work with the Library
by being compiled or linked with it, is called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Such a work, in isolation, is not a
derivative work of the Library, and therefore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is License.
However, linking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with the Library creates an executable that is a derivative of the
Library (because it contains portions of the Library), rather than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The executable is
therefore covered by this License. Section 6 states terms for distribution of such executables.
When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uses material from a header file that is part of the Library, the object code
for the work may be a derivative work of the Library even though the source code is not. Whether this is tru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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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significant if the work can be linked without the Library, or if the work is itself a library. The threshold for
this to be true is not precisely defined by law.
If such an object file uses only numerical parameters, data structure layouts and accessors, and small macros
and small inline functions (ten lines or less in length), then the use of the object file is unrestricte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legally a derivative work. (Executables containing this object code plus portions of the Library will still
fall under Section 6.)
Otherwise, if the work is a derivative of the Library, you may distribute the object code for the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6. Any executables containing that work also fall under Section 6, whether or not they are linked
directly with the Library itself.
6. As an exception to the Sections above, you may also combine or link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with the
Library to produce a work containing portions of the Library, and distribute that work under terms of your choice,
provided that the terms permit modification of the work for the customer's own use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
You must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work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You must supply a copy of this License. If the work during execution displays
copyright notices, you must include the copyright notice for the Library among them, as well as a reference
directing the user to the copy of this License. Also, you must do one of these things:
a) Accompany the work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for the Library including
whatever changes were used in the work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Sections 1 and 2 above); and, if the
work is an executable linked with the Library, with the complete machine-readable "work that uses the Library",
as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so that the user can modify the Library and then relink to produce a modified
executable containing the modified Library. (It is understood that the user who changes the contents of definitions
files in the Library will not necessarily be able to recompile the application to use the modified definitions.)
b) Use a suitable shared library mechanism for linking with the Library. A suitable mechanism is one that (1)
uses at run time a copy of the library already present on the user's computer system, rather than copying library
functions into the executable, and (2) will operate properly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if the user installs
one, as long as the modified version is interface-compatible with the version that the work was made with.
c) Accompany the work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the same user the materials
specified in Subsection 6a, above, for a charge no more than the cost of performing this distribution.
d) If distribution of the work is made by offering access to copy from a designated place, offer equivalent access
to copy the above specified materials from the same place.
e) Verify that the user has already received a copy of these materials or that you have already sent this user a
copy.
For an executable, the required form of the "work that uses the Library" must include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executable from it. However, as a special exception, the materials to be distributed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in either source or binary form) with the major components
(compiler, kernel, and so on) of the operating system on which the executable runs, unless that component itself
accompanies the executable.
It may happen that this requirement contradicts the license restrictions of other proprietary libraries that do not
normally accompany the operating system. Such a contradiction means you cannot use both them and the Library
together in an executable that you distribute.
7. You may place library facilities that are a work based on the Library side-by-side in a single library together
with other library facilities not covered by this License, and distribute such a combined library, provided that the
separate distribution of the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of the other library facilities is otherwise permitted, and
provided that you do these two things:
a) Accompany the combined library with a copy of the same work based on the Library, uncombined with any
other library facilities. This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Sections above.
b) Give prominent notice with the combined library of the fact that part of it i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explaining where to find the accompanying uncombined form of the same work.
8.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link with, or distribute the Library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link with, or distribute the Library is void, and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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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9. You are not required to accept this License, since you have not signed it. However, nothing else grants you
permission to modify or distribute the Library or its derivative works. These a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f you
do not accept this License. Therefore, by modifying or distributing the Library (or any work based on the Library),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modifying the Library or works based on it.
10. Each time you redistribute the Library (or any work based on the Library), the recipient automatically receives
a license from the original licensor to copy, distribute, link with or modify the Library subjec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iance by third parties with this License.
11. If, as a consequence of a court judgment or alle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or for any other reason (not
limited to patent issues), conditions are imposed on you (whether by court order, agreement or otherwise) that
contradict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they do not excuse you from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If you cannot
distribute so as to satisfy simultaneously your obligations under this License and any other pertinent obligations,
then as a consequence you may not distribute the Library at all. For example, if a patent license would not permit
royalty-free redistribution of the Library by all those who receive cop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you, then the
only way you could satisfy both it and this License would be to refrain entirely from distribution of the Library.
If any portion of this section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particular circumstance, the balance of the
section is intended to apply, and the section as a whole is intended to apply in other circumstance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induce you to infringe any patents or other property right claims or to
contest validity of any such claims; this section has the sol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free
softwar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implemented by public license practices. Many people have made generous
contributions to the wide range of software distributed through that system in reliance on consistent application
of that system; it is up to the author/donor to decide if he or she is willing to distribute software through any other
system and a licensee cannot impose that choice.
This section is intended to make thoroughly clear what is believed to be a consequence of the rest of this License.
12. If the distribution and/or use of the Library is restricted in certain countries either by patents or by copyrighted
interfaces,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who places the Library under this License may add an explicit
geographical distribution limitation excluding those countries, so that distribution is permitted only in or among
countries not thus excluded. In such case, this License incorporates the limitation as if written in the body of this
License.
13.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Library specifies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which applies to it and "any later version",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Library does not specify a license
version number, you may choose any version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14. If you wish to incorporate parts of the Library into other free programs whose distribution conditions are
incompatible with these, write to the author to ask for permission. For software which is copyrigh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e sometimes make exceptions for this. Our
decision will be guided by the two goals of preserving the free status of all derivatives of our free software and of
promoting the sharing and reuse of software generally.
NO WARRANTY
15. BECAUSE THE LIBRARY IS LICENSED FREE OF CHARGE,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LIBRAR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LIBRARY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LIBRARY IS WITH YOU. SHOULD
THE LIBRARY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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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N NO EVENT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WILL ANY
COPYRIGHT HOLDER, OR ANY OTHER PARTY WHO MAY MODIFY AND/OR REDISTRIBUTE THE LIBRARY
AS PERMITTED ABOVE,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LIBRA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DATA OR DATA BEING RENDERED INACCURATE
OR LOSSES SUSTAINED BY YOU OR THIRD PARTIES OR A FAILURE OF THE LIBRARY TO OPERATE
WITH ANY OTHER SOFTWARE), EVEN IF SUCH HOLDER OR OTHER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END OF TERMS AND CONDITIONS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Libraries
If you develop a new library, and you want it to be of the greatest possible use to the public, we recommend
making it free software that everyone can redistribute and change. You can do so by permitting redistribution
under these terms (or, alternatively, under the terms of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To apply these terms, attach the following notices to the library. It is safest to attach them to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most effectively convey the exclusion of warranty; and each file should have at least the "copyright"
line and a pointer to where the full notice is found.
<one line to give the library'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library;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You should also get your employer (if you work as a programmer) or your school, if any, to sign a "copyright
disclaimer" for the library, if necessary. Here is a sample; alter the names:
Yoyodyne, Inc., hereby disclaims all copyright interest in the library `Frob' (a library for tweaking knobs) written by
James Random Hacker.
<signature of Ty Coon>, 1 April 1990
Ty Coon, President of Vice
That's all there is to it!

OpenSSL 1.0
License Text
License
This is a copy of the current LICENSE file inside the CVS repository.
LICENSE ISSUES
==============
The OpenSSL toolkit stays under a dual license, i.e. both the conditions of the OpenSSL License and the
original SSLeay license apply to the toolkit. See below for the actual license texts. Actually both licenses are
BSD-style Open Source licenses. In case of any license issues related to OpenSSL please contact opensslcore@openss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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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SL License
--------------====================================================================
Copyright (c) 1998-2007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penSSL Project for use in the OpenSSL
Toolkit. (http://www.openssl.org/)"
4. The names "OpenSSL Toolkit" and "OpenSSL Project" must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or written permission, please contact opensslcore@openssl.org.
5.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may not be called "OpenSSL" nor may "OpenSSL" appear in their names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OpenSSL Project.
6. Redistributions of any form whatsoever must retain the following acknowledg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penSSL Project for use in the OpenSSL Toolkit (http://www.openssl.org/)"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OpenSSL PROJECT ``AS IS'' AND ANY EXPRESSED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OpenSSL
PROJECT OR ITS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
This product includes cryptographic software written by Eric Young (eay@cryptsoft.com).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written by Tim Hudson (tjh@cryptsoft.com).
Original SSLeay License
----------------------Copyright (C)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All rights reserved.
This package is an SSL implementation written by Eric Young (eay@cryptsoft.com).
The implementation was written so as to conform with Netscapes SSL.
This library is free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as long a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aheared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to all code found in this distribution, be it the RC4, RSA, lhash, DES, etc., code; not
just the SSL code. The SSL documentation included with this distribution is covered by the same copyright terms
except that the holder is Tim Hudson (tjh@cryptsoft.com).
Copyright remains Eric Young's, and as such any Copyright notices in the code are not to be removed.
If this package is used in a product, Eric Young should be given attribution as the author of the parts of the librar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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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n be in the form of a textual message at program startup or in documentation (online or textual) provided
with the package.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cryptographic software written by Eric Young (eay@cryptsoft.com)"
The word 'cryptographic' can be left out if the rouines from the library being used are not cryptographic related :-).
4. If you include any Windows specific code (or a derivative thereof) from the apps directory (application code)
you must include an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written by Tim Hudson (tjh@cryptsoft.com)"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ERIC YOUNG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AUTHO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The licence and distribution terms for any publically available version or derivative of this code cannot be
changed. i.e. this code cannot simply be copied and put under another distribution licence [including the GNU
Public Lic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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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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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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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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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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