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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사항
내장형 도움말 시스템 및 전자식으로 배포되는 자료가 포함된 이 문서(이하 "문서"라고 함)는 정
보용으로만 제공되며 언제든지 Arcserve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Arcserve의
독점 정보이며 Arcserv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전송 ,재생산 ,
공개 ,수정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이 문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사용자인 경우 ,귀하는 귀하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귀사 직원을 위해 이 문서를 내부용으로 인쇄하거나 적절한 수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Arcserve저작권 고지 사항 및 범례가 각 복사본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

문서를 인쇄하거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가 완전한 효

력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라이선스가 종료될 경우 귀하는 문서의 모
든 복사본 또는 부분 복사본을 Arcserve에 반환하거나 파기했음을 Arcserve에 서면으로 증명할 책
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ARCSERVE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제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ARCSERVE는 이익 손실 ,투자 손실 ,영업 중단 ,영업권 또는
손실 데이터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이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또는 간
접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 가
능성에 대해 ARCSERVE에 사전 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문서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은 해당 사용권 계약을 통해 관리되며 ,이러한 사용
권 계약은 본 고지 사항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지 않습니다 .

이 문서의 작성자는 Arcserve입니다 .

이 문서는 "제한된 권한"으로 제공됩니다 .미국 정부에 의한 사용 ,복제 또는 공개는 FAR섹션
12.212, 52.227-14및 52.227-19(c)(1) - (2)그리고 DFARS섹션 252.227-7014(b)(3)에 명시된 제한 사항 중
해당 사항 또는 후속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 2019 Arcserve(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 All rights reserved.모든 타사 상표 또는 저작권은 해당 소유
자의 자산입니다 .



Arcserve지원에 문의
Arcserve지원 팀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
하고 중요한 제품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지원 문의

Arcserve지원 지원 사항 :

Arcserve지원 이 사이트를 통해 KB(기술 자료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주요 문제 및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테스
트를 완료한 해결 방법이 포함된 제품 관련 KB문서를 쉽게 검색하
고 찾을 수 있습니다 .

라이브 채팅 링크를 사용하여 Arcserve지원 팀과 즉시 실시간 대화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팅을 통해 제품을 사용하면서 궁
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Arcserve

지원 티켓을 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 티켓을 열면 문의하
고 있는 제품 영역의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Arcserve제품과 관련된 기타 유용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http://www.arcserve.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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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Arcserve라이선싱 설명서 사용
Arcserve제품 라이선싱 사용자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Arcserve제품에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서
에서는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사용하여 한곳에서 Arcserve제품의 여
러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 라이선싱 사용자 가이드 8

Arcserve 제품 참조 9

언어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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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싱 사용자 가이드

Arcserve라이선싱 사용자 가이드

Arcserve라이선싱 사용자 가이드는 Arcserve제품의 라이선스 활성화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제품을 구입한 후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문서의 주요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장에서는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이해와 관련된 주요 기
능 및 특징 및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3장에서는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 ,관리 및 비활
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4장에서는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 ,관리 및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5장에서는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 ,관리 및 비활성화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6장에서는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7장에서는 평가판 모드에서 Arcserve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

8장에서는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관리하
는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

9장에서는 FAQ(질문과 대답 )를 제공합니다 .

10장에서는 나열된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단계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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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참조

Arcserve제품 참조

이 문서는 다음 Arcserve제품을 참조합니다 .

Arcserve® Backup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 Archiving

1장: Arcserve라이선싱 설명서 사용 9



언어 지원

언어 지원

번역된 제품 (지역화된 제품이라고도 함 )에는 날짜 ,시간 ,통화 및 숫자
형식에 대한 로컬 언어 기본 설정을 비롯하여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 ,온라인 도움말 및 기타 문서가 해당 언어로 지원됩니다 .

이 릴리스는 영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언어로 번역 /지역화되었습
니다 .

언어 HTML PDF
중국어 (간체 )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중국어 (번체 )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프랑스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독일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탈리아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포르투갈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스페인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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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umentation.arcserve.com/Arcserve Licensing/Available/ESP/PDF/Arcserve_Licensing_Guide.pdf


2장 :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이해
Arcserve를 사용하면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통해 여러 Arcserve제품의
라이선스를 활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이선스 프로세스
를 사용하면 제품 콘솔에서 직접 새 라이선스를 활성화하고 Arcserve라
이선스 포털을 통해 라이선스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프
로세스는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사용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주요 기능 12

특징 및 기능 13

11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주요 기능

주요 기능

Arcserve제품 활성화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ID및 처리 번호를 사용하여 Arcserve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

주문 ID및 처리 번호는 이전 버전에서 라이선스 키를 확인한 동일
한 라이선스 프로그램 인증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하나의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여러 Arcserve제품 활성화를 관
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메일 주소는 확인 및 활성화 링크를 수신하고 Arcserve라이선
스 포털에서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참고 :필요한 경우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한 것과 다른 전자 메일 주
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라이선스 인증서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위치에 설치된

여러 Arcserve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시스템에서 올바른 처리 정보가 자동으

로 공유됩니다 .

Arcserve제품 서버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제품 활성
화 오프라인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

특별한 시나리오의 경우 Arcserve UDP콘솔에 알림이 전송됩니다 .예
를 들면 활성화 안 함 ,라이선싱 용량을 거의 다 사용한 경우 ,만료
등입니다 .

2장: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이해 12



특징 및 기능

특징 및 기능

Arcserve제품 버전 ,특징 ,기능 및 배포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징 및 기능 Workstation Standard Advanced Premium
Premium

Plus

어

플

라

이

언

스

클

라

우

드

표준 기능 :
통합 관리 콘

솔 ,
Windows/Linux
용 이미지 기

반 백업 ,
BMR,글로벌
중복 제거 ,
WAN최적화
복제 , vSphere
및 Hyper-V용
에이전트 없

는 백업

Exchange &
SQL지원<!
[CDATA[ []] >
(응용 프로그
램 인식 백업

및 복구 )

SQL Express
전용

N/A

기본 테이프

백업<![CDATA
[]]>(UDP복구
지점을 테이

프 ,단일 테
이프 드라이

브 지원으로

마이그레이

션 )

N/A

전체 테이프

백업<![CDATA
[ ]]> (여러 테

N/A N/A N/A

선

택

사

항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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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기능

이프 드라이

브 라이브러

리 , NDMP,
CIFS백업 및
광범위한 플

랫폼 지원 )
인스턴트 VM
복구

N/A N/A

NetApp용 하
드웨어 스냅

샷 (v6.0), HPE
3PAR및 민첩
성 (v6.5의 새
로운 기능 )

N/A N/A N/A

선

택

사

항

N/A

역할 기반 관

리
N/A N/A N/A

선

택

사

항

N/A

고가용성 N/A N/A N/A N/A

선

택

사

항

N/A

UNC경로에
서 백업 (CIFS)
(v6.5의 새로
운 기능 )

N/A N/A

Vmware용 자
동 VM보호
(v6.5의 새로
운 기능 )

N/A N/A

Amazon EC2
에 대한 가상

대기 및 인스

턴트 VM(New
in v6.5)

N/A N/A N/A

Oracle Linux
UEK지원 (깨
지지 않는 엔

터프라이즈

커널 , v6.5의
새로운 기능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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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기능

SLA보고서
에 대한 보장

복구 (v6.5의
새로운 기능 )

N/A N/A N/A

선

택

사

항

N/A

Hyper-V자동
VM보호 (v6.5
업데이트 2
의 새로운 기

능 )

N/A N/A N/A N/A

Nutanix AHV
에이전트 없

는 백업 (7.0
의 새로운 기

능 )

N/A N/A N/A

참고 : Office 365백업 - Exchange Online(6.5), SharePoint Online(6.5업데이트
4)및 OneDrive(7.0의 새 버전 )의 경우 사용자 라이선스 및 관리 용량 라이
선스가 호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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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Arcserve UDP Archiving에 Arcserve라이선스
사용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17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22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31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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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UDP Archiving을 사용하면 UDP Archiving콘솔에서 직접 제품 라이선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수퍼 관리자만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수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2. 옵션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제품 정품 인증 "
탭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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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주문 ID는 제품을 구입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처리 번호는 제품을 구입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원하는 경우 ,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하는 확인
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
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확인란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되지 않습니다 .

4.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참고 : Activate(활성화 )단추는 "전자 메일 주소 ", "주문 ID"및 "처리
번호 "와 같은 필수 필드에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주문 ID와 처리 번호가 올바르면 승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 .

5. 승인 대화 상자에서 Close(닫기 )를 클릭합니다 .

Arcserve는 등록  및 라이선스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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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6. 활성화를 위해 제공된 전자 메일 주소에서 Arcserve가 보낸 등록
전자 메일을 열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등록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전에 Arcserve UDP Archiving에 대한 라이선스 활성화를 수행
한 경우 (기존 사용자 ),아래에 나오는 c단계로 이동하십시
오 .

Arcserve UDP Archiving신규 사용자 주의 사항 !라이선스 활성
화는 받은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옵션을 클릭하면 완료됩
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 모든 라이선스 수량이 활성화에
사용되는 서버에 할당됩니다 .하지만 활성화 전자 메일에서
advanced allocation of license to the multiple servers(여러 서버에
라이선스 할당 (고급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단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Arcserve등록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자 메
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참고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링크를 사용하여 Arcserve라이선
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암
호를 입력하고 라이선스 풀을 하나 만듭니다 .

b.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
를 입력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들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

Create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

19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c. "라이선스 풀 만들기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
니다 .

License Pool Name(라이선스 풀 이름 ):라이선스 풀 이름을 나
타냅니다 .

Units(단위 ):제품에 사용되는 단위 유형을 나타냅니다 .

New Pool Quantity(새 풀 수량 ):활성화할 수량을 나타냅니다 .

참고 :라이선스 수량은 사서함 단위로 제공됩니다 .

Per Mailbox(사서함 단위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사서함 수를
나타냅니다 .

d. 저장을 클릭하여 라이선스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 Arcserve
제품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할 경우 로그인합니다 .

활성화를 완료한 후 UDP Archiving콘솔로 돌아갑니다 .

7. 제품 정품 인증 탭에서 활성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

메시지는 라이선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자 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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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8. 콘솔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관리하려면 라이선스 관리 탭을 클릭
합니다 .

9. Refresh License(라이선스 새로 고침 )를 클릭하여 활성화된 라이선
스를 확인합니다 .

Open Arcserve Portal(Arcserve포털 열기 )을 사용하여 모든 라이선스
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비디오를 보려면 온라인으로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
법을 클릭하십시오 .

21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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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를 활성화하는 방법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 Arcserve제품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오프라인 활성
화로 자동 리디렉션됩니다 .

오프라인 활성화는 UDP Archiving콘솔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의 제품 정품 인증 탭에 있는 활성화를 클릭하면 시작됩니다 . UDP
Archiving는 오프라인 활성화가 필요함을 감지한 후 오프라인 활성화를
완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중요 !컴퓨터 하나에서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수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2. 옵션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제품 정품 인증 "
탭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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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3.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주문 ID는 제품을 구입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처리 번호는 제품을 구입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원하는 경우 ,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하는 확인
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
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확인란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되지 않습니다 .

4.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창이 열립니다 .

5. "제품 정품 인증 "탭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

중요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activation.arc파일이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var/fas/www/Off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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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6. 온라인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activation.arc파일을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복
사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음 URL을 엽니다 .

참고 :편의상 scp(secure copy)도구를 사용하여 UDP_admin자격
증명으로 activation.arc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https://www.arcserve-register.com/AERPEndUserPortal/index.html#/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이 열립니다 .

b. 로그인 페이지에서 Activate/Deactivate in offline mode(오프라
인 모드에서 활성화 /비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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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오프라인 활성화 페이지가 열립니다 .

c. 저장된 activation.arc파일을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
화 )페이지에 끌어 놓습니다 .

d.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

다음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Your product activation is almost complete.(제품 활성화가 거의 완
료되었습니다 .) Follow the link in the email sent to the address
below to complete your product activation.(아래 주소로 전송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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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자 메일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제품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

e.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 전자 메일 주소를 엽니다 .

Arcserve등록 전자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

f.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Arcserve등록 페이지가 열립니다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
어 있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
다 .

참고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링크에서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용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암호를 입
력하고 라이선스 풀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

g.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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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h.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풀을 만들고 저장을 클릭합
니다 .

중요 !라이선스 풀을 만들지 않으면 컴퓨터에 라이선스가 표
시되지 않습니다 .

i. 라이선스 풀 이름을 License Pool Name(라이선스 풀
이름 )에 입력합니다 .

ii. 풀에 포함할 라이선스 수량을 New Pool Quantity
(새 풀 수량 )에 입력합니다 .

참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풀에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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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

i. 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
라이선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j. 홈 페이지에서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을 클릭합
니다 .

k. 제품 목록에서 제품 이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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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activation.arc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됩니다 .

select products to activate(활성화할 제품 선택 )옵션에
UDP Archiving제품만 있으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
다 .

select products to activate(활성화할 제품 선택 )옵션에
UDP Archiving및 다른 Arcserve제품이 있으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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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l. activation.arc파일로 이동하여 현재 컴퓨터에서 복사한 후 오
프라인 컴퓨터의 다음 경로에 붙여 넣습니다 .

/var/fas/www/Offline

참고 :편의상 scp(secure copy)도구를 사용하여 UDP_admin자격
증명으로 activation.arc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오프라인 컴퓨터의 UDP Archiving콘솔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
싱 "창을 열고 License Management(라이선스 관리 )를 클릭합니다 .

8. Refresh License(라이선스 새로 고침 )를 클릭하여 활성화된 라이선
스를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컴퓨터에 대한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으로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활성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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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프로필에 라이선스 할당

사서함에 라이선스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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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프로필에 라이선스 할당

라이선스를 할당하려면 수퍼 관리자가 UDP Archiving및 이미 만들어 놓
은 프로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참고 :기본적으로 각 프로필에 대해 할당된 라이선스의 수는 0입니다 .
수퍼 관리자는 필요한 수의 라이선스를 각 프로필에 수동으로 할당해

야 합니다 .

프로필 ,도메인 및 관리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수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2. 옵션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제품 정품 인증 "
탭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라이선스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Arcserve UDP Archiving Licenses(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및
License Use By Profile(프로필별 라이선스 사용 )탭을 볼 수 있습니
다 .

Arcserve UDP Archiving Licenses(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탭에
구입한 총 수 ,할당된 라이선스 수 및 라이선싱되지 않은 라이선
스 수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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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4. License Use By Profile(프로필별 라이선스 사용 )탭에서 라이선스를
할당할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

Assign Licenses(라이선스 할당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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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5. Assign Licenses(라이선스 할당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볼 수 있
습니다 .

Total Licenses Available(사용 가능한 총 라이선스 )

각 사서함에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선스 수를 표시합니다 .

License Assignment To Profile(프로필에 라이선스 할당 )

선택한 프로필에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Expiration Date (optional)(만료 날짜 (선택 사항 ))

특정 프로필에 할당된 라이선스의 만료 날짜를 입력합니다 .

Arcserve UDP Archiving 6.0 Per Mailbox(Arcserve UDP Archiving 6.0 -
사서함별 )

각 사서함의 라이선스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Total Purchased(구입한 총 수 )

특정 프로필에 할당해야 하는 라이선스 수량을 입력합

니다 .

참고 :구입한 총 라이선스 수는 입력한 라이선스 수량보
다 항상 큽니다 .

Licenses Consumed(사용된 라이선스 )

특정 프로필에 사용된 라이선스 수량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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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Unlicensed(라이선싱되지 않음 )

라이선싱되지 않은 사서함의 수량을 표시합니다 .

6. 저장을 클릭하여 라이선스를 할당합니다 .

참고 :프로필에 대한 라이선스를 할당 해제하려면 Total Purchased(구입
한 총 수 )필드에 0을 입력하고저장을 클릭하십시오 .

프로필에 라이선스를 할당했습니다 .

단계 비디오를 보려면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클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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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사서함에 라이선스 할당

마스터 관리자는 사용 가능한 사서함별 라이선스에 따라 사서함을 관

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마스터 관리자로 UDP Archiving에 로그인합니다 .

2. 관리 메뉴에서 라이선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

Arcserve UDP Archiving Licenses(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탭에
구입한 총 수 ,할당된 라이선스 수 및 라이선싱되지 않은 라이선
스 수가 표시됩니다 .

라이선스 관리 탭이 나타납니다 .

참고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사서함 이름으로 필요한 사서함을 검
색할 수 있습니다 .

3. Arcserve UDPArchiving 6.0 Per Mailbox(사서함 단위 Archiving 6.0)탭에
서는 프로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서함 사용자 목록을 볼 수 있

습니다 .

참고 :전자 메일을 하나 이상 전송한 경우에만 이 목록에 해당 전
자 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프로필 ,도메인 및 관리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4.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옵션에서 확인란을 사용하여 필요에 사항
에 따라 라이선스를 할당하거나 할당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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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5. 확인란 옵션을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할당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
다 .

참고 : Arcserve UDP Archiving Licenses(Arcserve Archiving라이선스 )탭
에 있는 라이선스의 Total Purchased(구입한 총 수 )에 기반하여 라
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용 중인 라이선스 수가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수보다 많
으면 프로필의 할당된 라이선스 전체가 유예 기간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할당된 추가 라이선스를 수동으로 제거하거나 추가 라이
선스에 대해 수퍼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서함을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할당했습니다 .

단계 비디오를 보려면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클릭
하십시오 .

37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https://youtu.be/-8IoB2XPXp8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
는 방법

Arcserve제품을 활성화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서버에서 Arcserve UDP Archiving을 제거하면 모든 라이선스가 해제되
고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

Arcserve UDP Archiving활성화 및 비활성화는 동일한 모드에서 수행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비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오프라인
모드를 사용하여 활성화한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비활성화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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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비
활성화

중요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Arcserve제품을 온라
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l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수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l 옵션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l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l 예를 클릭합니다 .

모든 라이선스가 Arcserve제품 콘솔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
됩니다 .

39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 Archiving라이선스
비활성화

중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Arcserve제품을 오
프라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l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수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l 옵션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l Deactivate Offline(오프라인 비활성화 )을 클릭합니다 .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l 예를 클릭합니다 .

offline.arc파일이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var/fas/www/Offline/

l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URL에 로그인하
여 offline.arc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다음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제품을 비활성화했습니다 .

모든 라이선스가 Arcserve제품 콘솔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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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Arcserve에서는 여러 단계에서 Arcserve제품 라이선스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설치 후 Arcserve UDP활성화

설치 중 Arcserve UDP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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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설치 후 Arcserve UDP활성화

Arcserve UDP를 설치하는 중 또는 설치 후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하는 동안 활성화를 건너뛰려면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창에서 건너뛰
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설치 후 로그인한 다음에 활성화하려면 콘솔에
서 도움말을 클릭하여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

원하는 경우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 Arcserve는 노드 이름 , IP주소 ,로그인 자격 증명 ,도메인 이름 및
네트워크 이름과 같은 개인 정보나 비즈니스용 중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이 Arcserve제품 활성화 프로세스는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

참고 :활성화 후에는 라이선스를 할당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rcserve UDP 라이선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활성화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활성화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세부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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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활성화

온라인으로 Arcserve UDP를 활성화하려면 콘솔 서버에서 인터넷에 액세
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고 :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구독 종료 날짜 60일 , 30일 , 15일 전과
당일에 이와 관련된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Arcserve UDP콘솔
에서 메시지 탭으로 이동한 후 Details(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구독 종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콘솔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 여러 옵션이 나타납니다 .

3. 도움말 옵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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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
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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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호가
전송됩니다 .

참고 :원하는 경우 ,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하는 확인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s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확인란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되지 않습니다 .

5.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제공한 "주문 ID"및 "처리 번호 "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콘솔에 다음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Your Arcserve product activation request is submitted waiting for End User approval.
(제품 활성화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최종 사용자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

제공한 "주문 ID"및 "처리 번호 "가 올바르면 승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 .

6. 승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등록 전자 메일이 전자 메일 ID로 전송됩니다 .

7. Arcserve에서 전송한 등록 전자 메일을 엽니다 .

8.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전에 Arcserve UDP에 대한 라이선스 활성화를 수행한 경우 (기존 사용
자 ),아래에 나오는 11단계로 이동하십시오 .

신규 사용자 주의 사항Arcserve UDP !라이선스 활성화는 받은 전자 메
일에서 "활성화 "옵션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 모
든 라이선스 수량이 활성화에 사용되는 서버에 할당됩니다 .하지만 활
성화 전자 메일에서 advanced allocation of license to the multiple servers(여러
서버에 라이선스 할당 (고급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단
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Arcserve등록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9. Create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들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10.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의 암호를 만들면 Create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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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풀을 만들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중요 !라이선스 풀을 만들지 않으면 컴퓨터에 라이선스가 표시되지 않
습니다 .

라이선스 풀 이름을 입력합니다 .

풀에 포함할 라이선스 수량을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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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풀에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2. 저장을 클릭하여 라이선스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필요할 때 로그인하
여 제품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구독 종료 날짜 60일 , 30일 , 15일 전과
당일에 이와 관련된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Arcserve UDP콘솔
에서 메시지 탭으로 이동한 후 Details(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구독 종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했습니다 .이제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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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라이선스 확인

활성화된 라이선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콘솔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3. 표시된 도움말 옵션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4.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창이 열리면 라이선스 관리 탭을 클릭합
니다 .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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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활성화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Arcserve UDP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제품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오프라인 활성화 방법
으로 자동 리디렉션됩니다 .

오프라인 활성화는 Arcserve UDP콘솔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의 제품 정품 인증 탭에 있는 활성화를 클릭하면 시작됩니다 .
Arcserve UDP는 오프라인 활성화가 필요함을 감지한 후 오프라인 활성
화를 완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참고 :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구독 종료 날짜 60일 , 30일 , 15일 전과
당일에 이와 관련된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Arcserve UDP콘솔
에서 메시지 탭으로 이동한 후 Details(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구독 종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중요 !컴퓨터 하나에서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콘솔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 여러 옵션이 나타납니다 .

3. 도움말 옵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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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
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호가
전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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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하는 경우 ,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하는 확인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s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확인란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되지 않습니다 .

5. "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창이 열립니다 .

6. "제품 정품 인증 "탭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

중요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아래에 나와 있는 단계
를 따라야 합니다 .

offline.arc파일이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figuration

7. 온라인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offline.arc파일을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복사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음 URL을 엽니다 .

https://www.arcserve-register.com/AERPEndUserPortal/index.html#/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이 열립니다 .

b. 로그인 페이지에서 Activate/Deactivate in offline mode(오프라인 모
드에서 활성화 /비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페이지가 열립니다 .

53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https://www.arcserve-register.com/AERPEndUserPortal/index.html#/


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c. 저장된 offline.arc파일을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페이
지에 끌어 놓습니다 .

d.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

다음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Your product activation is almost complete.(제품 활성화가 거의 완료되
었습니다 .) Follow the link in the email sent to the address below to
complete your product activation.(아래 주소로 전송된 전자 메일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제품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

참고 :사용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화면에서 팝업 메시지 위치
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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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 전자 메일 주소를 엽니다 .

Arcserve등록 전자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

f.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Arcserve등록 페이지가 열립니다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
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참고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링크에서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
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암호를 입력하고 라
이선스 풀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

g.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Create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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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풀을 만들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중요 !라이선스 풀을 만들지 않으면 컴퓨터에 라이선스가 표시되
지 않습니다 .

라이선스 풀 이름을 입력합니다 .

풀에 포함할 라이선스 수량을 입력합니다 .

참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풀에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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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

i. 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라이
선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j. 홈 페이지에서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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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제품 목록에서 제품 이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

activation.arc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됩니다 .

l. activation.arc파일로 이동하여 현재 컴퓨터에서 복사한 후 오프라
인 컴퓨터의 다음 경로에 붙여 넣습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figuration

8. 오프라인 컴퓨터의 Arcserve UDP콘솔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창
을 열고 License Management(라이선스 관리 )를 클릭합니다 .

오프라인 컴퓨터에 대한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구독 종료 날짜 60일 , 30일 , 15일 전과
당일에 이와 관련된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Arcserve UDP콘솔
에서 메시지 탭으로 이동한 후 Details(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구독 종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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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법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를 활성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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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세부 정보 업

데이트

활성화 중에 지정한 전자 메일 ID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선택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리고 현재 전자 메일 주소가 표

시됩니다 .

3. 전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4. 확인을 클릭합니다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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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중 Arcserve UDP활성화

제품 활성화를 위해 선택한 설치 관리자에 기반하여 Arcserve UDP를 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단일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Arcserve UDP활성화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Arcserve UDP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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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Arcserve UDP활
성화

Arcserve제품을 설치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단일 설치 관리자의 "제품
정품 인증 "화면에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활성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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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
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호가
전송됩니다 .

Skip Activation(활성화 건너뛰기 )

콘솔에서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려면 "Skip activation"(활성화 건너뛰
기 )을 클릭합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s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옵션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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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Arcserve UDP를 활성화
하는 방법

Arcserve제품을 설치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설치 관리자의 "제품 정품
인증 "화면에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활성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
다 .

참고 : "전자 메일 주소 ", "주문 ID"및 "처리 번호 "는 필수 필드입니다 .다
른 모든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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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
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호가
전송됩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s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옵션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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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라이선스 관리 방법

Arcserve를 사용하면 Arcserve UDP콘솔에 추가되는 모든 유형의 백업 소
스 노드에 대한 라이선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모
델은 전체 라이선스 풀에 포함된 미리 결정된 활성 라이선스 권한 수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에 전체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Arcserve제품을 릴리스할 때마다 SDK라이선스가 설치됩니다 .이를 수
동으로 다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SDK를 설치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라이선스를 관리하면 라이선스를 할당 ,해제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선스 수가 소진될 때까지 라이선스 풀에서 각 새

사용자에게 선착순으로 활성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모든 활성 라이
선스가 이미 사용 중이며 새 서버에 대한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려는 경

우 라이선싱된 서버 중 하나에서 수동으로 라이선스를 해제한 후 이 라

이선스를 새로 추가된 서버에 할당해야 합니다 .

참고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활동 로그에 오류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

간단하게 라이선스 권한을 제거하고 다른 서버가 라이선스 권한을 얻

도록 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라이선스 관리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
여 각 구성 요소의 활성 라이선스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
콘솔을 사용하여 적용된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에 수행할 작업

전제 조건 검토

라이선스 할당

노드에서 라이선스 해제

라이선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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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검토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전에 다음 필수 조건을 검토하십시오 .

Arcserve UDP를 설치했습니다 .

올바른 주문 ID와 처리 번호가 있습니다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및 브라우저를 제공하는
Compatibility Matrix(호환성 매트릭스 )를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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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할당

Arcserve UDP는 라이선스가 있는 노드만 보호합니다 .라이선스가 충분
하면 자동으로 라이선스가 노드에 적용됩니다 .노드를 보호하기를 원
하지 않으면 해당 노드에서 라이선스를 해제하여 다른 노드를 보호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고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선택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대화 상자에서 라이선스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콘솔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가 왼쪽 창에 표시됩니다 .

참고 :

에이전트 없는 (또는 호스트 기반 )백업의 경우 라이선스 관
리 창 아래의 노드 유형이 사용 유형에 따라 하이퍼바이저

또는 가상 컴퓨터로 표시됩니다 .

에이전트 기반 백업의 경우 가상 시스템을 에이전트 기반

Linux또는 Windows노드로 추가한 경우에도 라이선스 관리
창 아래에 노드 유형이 Windows또는 Linux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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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에이전트 기반 노드가 가상 시스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
우에도 에이전트 기반 백업에 대한 위의 동작은 동일하게 유지됩

니다 .

4. 오른쪽 창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Unlicensed Nodes"(라이선싱되지
않은 노드 )를 할당을 클릭합니다 .

라이선스가 노드에 할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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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에서 라이선스 해제

노드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해당 노드에서 라이선스를 해제합니다 .필
요한 경우 해제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다른 노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

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선택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오른쪽 창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된 노드를 선택합니
다 .

라이선싱된 노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

4. 표시된 목록에서 노드를 선택하고 해제를 클릭합니다 .

5.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를 닫고 다시 엽니다 .

라이선스가 노드에서 제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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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확인

노드에 올바른 라이선스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라이선싱된 노

드에 대해 백업 작업을 실행하십시오 .백업 작업이 성공하면 라이선스
가 노드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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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Arcserve제품을 활성화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서버에서 Arcserve UDP를 제거할 때 모든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버에 나중에 설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Arcserve UDP를 제거하기 전에 제품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서버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설치한 후 다시 활성

화할 필요 없이 제품 라이선스가 새로 고쳐집니다 .비활성화를 수
행하지 않고 Arcserve UDP를 제거한 후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할 계
획인 경우 제품을 비활성화하여 라이선스를 다른 설치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

Arcserve UDP활성화 및 비활성화는 동일한 모드에서 수행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비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오프라인 모드를
사용하여 활성화한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비활성화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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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비활성화

중요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Arcserve제품을 온라
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선택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Deactivate Arcserve UDP(Arcserve UDP비활성화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 .

4. 예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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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라이선스가 Arcserve제품 콘솔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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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비활성화

중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Arcserve제품을 오
프라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선택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Deactivate Offline(오프라인 비활성화 )을 클릭합니다 .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참고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이 활성화된 경우 확인 대화 상자 대신 다
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4. 오프라인 비활성화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

offline.arc파일이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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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URL에 로그인하여
offline.arc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다음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Your product is deactivated successfully.(제품을 비활성화했습니다 .)

참고 :사용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화면에서 팝업 메시지 위치가 다
를 수 있습니다 .

비활성화된 라이선스를 Arcserve UDP 콘솔에서 확인하려면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창으로 이동하여 "제품 정품 인증 "탭을 확인하십시오 .

Arcserve UDP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Arcserve를 사용하면 새 버전이 있을 때 Arcserve제품의 라이선스를 업
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업그레이드를 위한 라이선스 활성화는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습
니다 .

이미 활성화 /설치된 Arcserve UDP 6.5에서 Arcserve UDP 7.0으로 업그레이
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지원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2. 새 라이선스 인증서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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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는 제품 업그레이드용 무료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Free of Charge (FOC) upgrade to Arcserve UDP
(Arcserve UDP에 대한 FOC(무료 )업그레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

현재 유지 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FOC라이선스 인증서를 받은 후에는 새로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업그레이드된 제품 버전의 새 라이선스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추
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업그레이드된 서버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기존 라이선스 풀에 콘

텐츠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서버에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Assign license to one server(단일 서버에 라이선스 할당 ):주문
추가의 3단계를 수행하고 업그레이드된 서버에 연결된 라이
선스 풀 이름을 선택합니다 .

아래 그림에서는 test라이선스 풀이 WIN서버에 연결되고 서
버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Assign the licenses on more than one server(둘 이상의 서버에 라
이선스 할당 ):주문 추가 3단계에서 먼저 기본 풀에 라이선스
를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각 라이선스 풀을 수정하여 새 라
이선스를 필요한 만큼 추가합니다 .

참고 :서버는 서로 다른 라이선스 풀 또는 다른 사용자에 속
할 수 있습니다 .

4.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서버에 추가된 라이선스를 확인합
니다 .

온라인 모드 -업그레이드된 콘솔의 "라이선스 관리 "탭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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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모드 -주문 추가의 3단계에서 참고 아래에 제공된
단계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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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Arcserve Backup에 Arcserve라이선스 사용
관련된 Arcserve라이선스를 사용하려면 Arcserve Backup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Arcserve Backup을 활성화하면 권한이 부여된 라이선스가 다운
로드되어 Arcserve Backup Server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80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97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103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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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요 !이 프로세스는 Arcserve Backup r17.5이상에만 적용됩니다 .

Arcserve Backup의 이전 에이전트 버전을 활성화하려면 이전 버전의 에
이전트에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Arcserve에서는 설치 후 Arcserve Backup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Arcserve Backup콘솔에서 직접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는 노드 이름 , IP주소 ,로그인 자격 증명 ,도메인 이름 및 네
트워크 이름과 같은 개인 정보나 비즈니스용 중요 정보를 수집하

지 않습니다 .

이 Arcserve제품 활성화 프로세스는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

정품 인증 후 라이선스를 할당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Arcserve라이선스 관리를참조하십시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활성화

Arcserve Backup라이선스 오프라인 활성화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세부 정보 업데이트

이전 버전의 에이전트에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
법

80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활성화

중요 !이 프로세스는 Arcserve Backup r17.5이상에만 적용됩니다 .

Arcserve Backup의 이전 에이전트 버전을 활성화하려면 이전 버전의 에
이전트에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Arcserve Backup을 온라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 Backup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 여러 옵션이 나타납니다 .

3. 도움말 드롭다운 목록의 옵션 중에서 Arcserve제품 정품 인증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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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주문 ID"는 Arcserve Backup을 다운로드 /구매한 후 받은 전
자 메일에 있습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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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처리 번호 "는 Arcserve Backup을 다운로드 /구매한 후 받은
전자 메일에 있습니다 .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s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
의 일부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옵션을 선
택할 때까지 수행되지 않습니다 .

5.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6.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활성화 링크가 전자 메일로 전송됩니다 .

7. Arcserve에서 보낸 등록 전자 메일을 볼 수 있는 전자 메일을 확인
합니다 .

8.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전에 Arcserve Backup에 대한 라이선스 활성화를 수행한 경우 (기
존 사용자 ),아래에 나오는 11단계로 이동하십시오 .

Arcserve Backup신규 사용자 주의 사항 !라이선스 활성화는 받은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옵션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 모든 라이선스 수량이 활성화에 사용되는 서버에 할당

됩니다 .하지만 활성화 전자 메일에서 advanced allocation of license
to the multiple servers(여러 서버에 라이선스 할당 (고급 ))옵션을 선
택할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단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Arcserve등록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
타납니다 .

참고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링크에서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
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암호를 입력하고 라
이선스 풀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

9.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
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듭니다 .

10. 저장을 클릭합니다 .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1. 라이선스 풀의 이름을 지정하고 풀에 포함할 라이선스 수량을 입
력합니다 .

참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풀에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2. 저장을 클릭하여 라이선스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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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필요한 경우
포털에 로그인하여 Arcserve제품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 Backup라이선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활성화된 라
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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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 확인

활성화된 라이선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콘솔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3. 표시된 도움말 옵션에서 About Arcserve Backup(Arcserve Backup정
보 )을 클릭합니다 .

4. About Arcserve Backup(Arcserve Backup정보 )에서 라이선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백업을 실행한 후 기본 라이선스 수가 라이선스

관리 아래에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대한 백업
은 라이선스 관리 아래에 "Tape Library"(테이프 라이브러리 )옵션 라이
선스 수만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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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활성화

중요 !이 프로세스는 Arcserve Backup r17.5이상에만 적용됩니다 .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Arcserve Backup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위치에서 Arcserve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오프라인 활성화 방
법으로 자동으로 리디렉션됩니다 .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창에서 활성화를 클릭하면 오프라인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 Arcserve Backup은 오프라인 활성화가 필요함을 감지한 후
오프라인 활성화를 완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참고 :컴퓨터 하나에서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 여러 옵션이 나타납니다 .

3. 도움말 드롭다운 목록의 옵션 중에서 Arcserve제품 정품 인증을 클릭합
니다 .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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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Backup을 다운로드 /구매할 때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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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호가 전송
됩니다 .

5.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Arcserve Offline Activation"(Arcserve오프라인 활성화 )창이 열립니다 .

6. 저장을 클릭합니다 .

offline.arc파일이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C:\Program Files (x86)\CA\ARCserve Backup\

중요 !제품 라이선싱/활성화는 I agree to Arcserve's collecting machine
specific data as part of the activation process(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Arcserve의 컴퓨터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함 )옵션을 선택할 때까지 수행
되지 않습니다 .

7. 온라인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offline.arc파일을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복사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음 URL을 엽니다 .

https://www.arcserve-register.com/AERPEndUserPortal/index.html#/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이 열립니다 .

b. 로그인 페이지에서 Activate/Deactivate in offline mode(오프라인 모
드에서 활성화 /비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페이지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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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장된 offline.arc파일을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페이
지에 끌어 놓습니다 .

업로드가 성공하면 업로드 단추가 나타납니다 .

d.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

다음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참고 :사용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화면에서 팝업 메시지 위치
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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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 전자 메일 주소를 엽니다 .

Arcserve등록 전자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

f.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Arcserve등록 페이지가 열립니다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
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참고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링크에서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
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암호를 입력하고 라
이선스 풀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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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h.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풀을 만들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중요 !라이선스 풀을 만들지 않으면 컴퓨터에 라이선스가 표시되
지 않습니다 .

라이선스 풀 이름을 입력합니다 .

풀에 포함할 라이선스 수량을 입력합니다 .

참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풀에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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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라이
선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j. 홈 페이지에서 Offline Activation(오프라인 활성화 )을 클릭합니다 .

활성화가 성공하면 오프라인 활성화 단추가 나타납니다 .

k. 제품 목록에서 제품 이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

activation.arc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됩니다 .

l. activation.arc파일로 이동하여 현재 컴퓨터에서 복사한 후 오프라
인 컴퓨터의 다음 경로에 붙여 넣습니다 .

C:\Program Files (x86)\CA\ARCserve Backup\

8. 오프라인 컴퓨터의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도움말 드롭다운 목록
에 있는 Arcserve Backup을 클릭합니다 .

"Arcserve Backup"창이 열립니다 .

92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9. 라이선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

"라이선스 관리 "창이 열립니다 .

참고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보려면 하나 이상의 백업 작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

10.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방법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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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

트하는 방법

활성화 중에 제공한 전자 메일 ID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온라인으로 활성화하는 경우에만 전자 메일 ID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Arcserve제품 정품 인증을 선택합니다 .

3.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가 열리고 현재 전자 메일 주소가 표
시됩니다 .

4. 전자 메일 주소를 바꾸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5.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참고 :입력된 전자 메일 주소는 Arcserve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
든 유형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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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의 에이전트에 Arcserve Backup라이선
스 적용

Arcserve Backup Manager는 이전 버전의 에이전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

이전 버전 에이전트의 경우 아래 단계를 통해 25자리 라이선스 키를 제
공하여 라이선싱할 수 있습니다 .

예 :

r17.5버전에서 r17.0클라이언트 에이전트 또는 r16.5 UNIX에이전트에
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다음 위치에 있는 CALicnse.exe를 실행해야 합니
다 .

C:\Program Files (x86)\Arcserve \SharedComponents \CA_LIC\CALicnse.exe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다음 경로로 이동하여 CALicnse.exe를 엽니다 .

C:\Program Files (x86)\Arcserve\SharedComponents\CA_LIC

"License Verification Entry"(라이선스 확인 항목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

2. 25자리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참고 :라이선스 키를 얻으려면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

5장: Arcserve Backup에 Arcserve라이선스 사용 95

http://www.arcserve.com/support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전 버전의 Arcserve Backup에이전트에 라이선스를 적용했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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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Arcserve를 사용하면 Arcserve Backup Manager에 추가되는 모든 유형의 백
업 소스 노드에 대한 라이선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
싱 모델은 전체 라이선스 풀에 포함된 미리 결정된 활성 라이선스 권한

수에 따라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단일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

Arcserve제품을 릴리스할 때마다 SDK라이선스가 설치됩니다 .이를 수
동으로 다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SDK를 설치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관리하면 라이선스를 할당 ,해제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선스 수가 소진될 때까지 라이선스 풀에서 각 새

사용자에게 선착순으로 활성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모든 활성 라이
선스가 이미 사용 중이며 새로 추가된 서버에 대한 라이선스를 활성화

하려는 경우 라이선싱된 서버 중 하나에서 수동으로 라이선스를 해제

한 후 이 라이선스를 새로 추가된 서버에 할당해야 합니다 .

참고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활동 로그에 오류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

간단하게 라이선스 권한을 제거하고 다른 서버가 라이선스 권한을 얻

도록 할 수 있습니다 . Backup Manager에서 "라이선스 관리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여 각 구성 요소의 활성 라이선스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
Arcserve Backup Manager를 사용하여 적용된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도 있
습니다 .

다음에 수행할 작업

전제 조건 검토

라이선스 할당

노드에서 라이선스 해제

라이선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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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검토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음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

Arcserve Backup Manager를 설치했습니다 .

라이선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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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할당

라이선스는 제품 활성화 후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하지만 25자리 라이
선스 키를 사용하여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Arcserve Backup라이선
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 메뉴로 이동하여 About Arcserve Backup(Arcserve Backup정
보 )을 선택합니다 .

3. About Arcserve Backup(Arcserve Backup정보 )대화 상자에서
Add/View Licenses(라이선스 추가 /보기 )를 클릭합니다 .

4. 구성 요소 이름을 선택한 다음 User License Key(라이선스 키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5.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고계속을 클릭합니다 .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할당했습니다 .

5장: Arcserve Backup에 Arcserve라이선스 사용 99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법

노드에서 라이선스 해제

중요 !이 프로세스는 구성 요소 기반 라이선스에만 적용됩니다 .

노드 (컴퓨터 )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해당 노드에서 라이선스를 해제한
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다른 노드를 보호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About Arcserve Backup(Arcserve Backup정보 )을
선택합니다 .

About Arcserve Backup(Arcserve Backup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대화 상자에서 라이선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

라이선스 관리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4. 라이선스 관리에서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 요소 이름을 선택합니
다 .

5. Licensed machines(라이선싱된 컴퓨터 )창에서 해당 컴퓨터의 확인
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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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가 해당 노드에서 해제되고 라이선스 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사항 )해제된 라이선스를 할당하려면 다른 노드에서 백업
을 실행하여 해당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

참고 :라이선스가 부족하면 라이선싱되지 않은 컴퓨터가 Licensed
machines(라이선싱된 컴퓨터 )창에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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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확인

노드에 올바른 라이선스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라이선싱된 노

드에 대해 백업 작업을 실행하십시오 .백업 작업이 성공하면 라이선스
가 노드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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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Arcserve Backup활성화에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Arcserve Backup라이선
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 Backup서버를 제거할 때 일부 라이선스가 해제되지 않습니
다 . Arcserve Backup서버를 제거하기 전에 제품을 비활성화하여 추가
설치에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활성화하지
않고 Arcserve Backup서버를 제거한 경우 지원 팀에 문의하여 추가
설치에 대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Arcserve Backup활성화 /비활성화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모드를 사
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비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오프라
인 모드를 사용하여 활성화한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비활성화

오프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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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비활성화

중요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Arcserve제품을 온라
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Arserve제품 정품 인증을 선택합니다 .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Deactivate Arcserve UDP"(Arcserve UDP비활성화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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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클릭합니다 .

모든 라이선스가 Arcserve Backup Server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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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 Backup라이선스 비활성
화

중요 !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Arcserve제품을
오프라인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Arcserve제품 정품 인증을 선택합니다 .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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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클릭합니다 .

offline.arc파일이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C:\Program Files (x86)\CA\ARCserve Backup

5.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 동안 사용된 것과 동일한 URL에 로그
인하여 offline.arc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참고 :사용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화면에서 팝업 메시지 위치
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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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참고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이 활성화된 경우 확인 대화 상자 대
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비활성화된 라이선스를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확인하려면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창으로 이동하십시오 .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
법

Arcserve를 사용하면 새 버전이 있을 때 Arcserve제품의 라이선스를 업
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업그레이드를 위한 라이선스 활성화는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습
니다 .

이미 활성화 /설치된 Arcserve Backup r17.5에서 Arcserve Backup 18.0으로 업
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지원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2. 새 라이선스 인증서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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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Arcserve는 제품 업그레이드용 무료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Free of Charge (FOC) upgrade to Arcserve Backup
(Arcserve Backup에 대한 FOC(무료 )업그레이드 )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

현재 유지 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FOC라이선스 인증서를 받은 후에는 새로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업그레이드된 제품 버전의 새 라이선스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추
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업그레이드된 서버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기존 라이선스 풀에 콘

텐츠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서버에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Assign license to one server(단일 서버에 라이선스 할당 ):주문
추가의 3단계를 수행하고 업그레이드된 서버에 연결된 라이
선스 풀 이름을 선택합니다 .

아래 그림에서는 test라이선스 풀이 WIN서버에 연결되고 서
버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Assign the licenses on more than one server(둘 이상의 서버에 라
이선스 할당 ):주문 추가 3단계에서 먼저 기본 풀에 라이선스
를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각 라이선스 풀을 수정하여 새 라
이선스를 필요한 만큼 추가합니다 .

참고 :서버는 서로 다른 라이선스 풀 또는 다른 사용자에 속
할 수 있습니다 .

4.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서버에 추가된 라이선스를 확인합
니다 .

온라인 모드 -업그레이드된 콘솔의 "라이선스 관리 "탭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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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오프라인 모드 -주문 추가의 3단계에서 참고 아래에 제공된
단계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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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6장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Arcserve RHA에
Arcserve라이선스 사용
이 섹션에서는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 /Arcseve RHA라이선싱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Arcserve 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111

Arcserve 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8.0 114

Arcserve 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6.5 117

Product Improvement Program등록 시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Arcserve 라이
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121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Arcserve라이선
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Arcserve UDP를 사용하면 Arcserve UDP 콘솔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 실행
형 에이전트 (Arcserve UDP v6.5 Windows/Linux에이전트 )에 대한 라이선스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이미 등록한 경우 9단계로 바로 이동하
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엽니다 .

2. New Registration(새 등록 )을 클릭합니다 .

"Register For Stand-alone Agents and RHA"(독립 실행형 에이전트 및
RHA등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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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3. Register For Stand-alone Windows/Linux Agents of UDP v6.5 and Arcserve
RHA(UDP v6.5및 Arcserve RHA의 독립 실행형 Windows/Linux에이전트
등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

등록 창이 열립니다 .

4.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활성화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XXXX4455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할 때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
호가 전송됩니다 .

5. 등록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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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등록이 완료되면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6. 확인을  클릭하고 등록된 전자 메일 ID로 전송된 활성화 전자 메일
을 확인합니다 .

7. 받은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하여 암호를 변경합니다 .

8.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9. 등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로그인합
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이 열립니다 .

10. Generate Keys(키 생성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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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8.0

11. "제품 이름 "에서 제품을 하나 (UDP Agent for Windows또는 UDP Agent
for Linux)선택하고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1. "Product Version"(제품 버전 )에서 선택한 제품에 대해 생성할
라이선스 키의 필수 버전을 선택합니다 .

2. "Quantity"(수량 )에서 선택한 제품에 대해 생성할 라이선스 키
의 필수 수량을 선택합니다 .

3. Generate Key(키 생성 )를 클릭합니다 .

제공된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

선택한 제품 이름에 따라 생성된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독립 실

행형 에이전트 (Arcserve UDP Windows/Linux에이전트 )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8.0

Arcserve UDP를 사용하면 Arcserve UDP 콘솔을 사용하지 않고 Arcserve RHA
에 대한 라이선스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이미 등록한 경우 9단계로 바로 이동하
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엽니다 .

2. New Registration(새 등록 )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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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8.0

"Register For Stand-alone Agents and RHA"(독립 실행형 에이전트 및
RHA등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3. Register For Stand-alone Windows/Linux Agents of UDP v6.5 and Arcserve
RHA(UDP v6.5및 Arcserve RHA의 독립 실행형 Windows/Linux에이전트
등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

등록 창이 열립니다 .

4.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활성화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XXXX4455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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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8.0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할 때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
호가 전송됩니다 .

5. 등록을 클릭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6. 확인을  클릭하고 등록된 전자 메일 ID로 전송된 활성화 전자 메일
을 확인합니다 .

7. 받은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하여 암호를 변경합니다 .

8.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9. 등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로그인합
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이 열립니다 .

10. Generate Keys(키 생성 )를 클릭합니다 .

참고 : Arcserve RHA는 라이선스 포털에 추가된 Arcserve RHA주문 또
는 Arcserve RHA Premium Plus Edition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품 이
름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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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6.5

11. "제품 이름 "에서 Arcserve RHA 18.0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1. "RHA Orders"(RHA주문 )에서 필요한 주문을 선택하면 해당 주
문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

2. 그리드에서 필요한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
3. Generate Key(키 생성 )를 클릭합니다 .

제공된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

선택한 제품 이름에 따라 생성된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독립 실

행형 에이전트 (Arcserve UDP Windows/Linux에이전트 및 Arcserve RHA)
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6.5

Arcserve UDP를 사용하면 Arcserve UDP 콘솔을 사용하지 않고 Arcserve RHA
에 대한 라이선스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이미 등록한 경우 9단계로 바로 이동하
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엽니다 .

2. New Registration(새 등록 )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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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6.5

"Register For Stand-alone Agents and RHA"(독립 실행형 에이전트 및
RHA등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3. Register For Stand-alone Windows/Linux Agents of UDP v6.5 and Arcserve
RHA(UDP v6.5및 Arcserve RHA의 독립 실행형 Windows/Linux에이전트
등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

등록 창이 열립니다 .

4.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활성화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XXXX4455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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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6.5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주문 ID

주문 ID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주문 ID가
전송됩니다 .

처리 번호

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할 때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번
호가 전송됩니다 .

5. 등록을 클릭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6. 확인을  클릭하고 등록된 전자 메일 ID로 전송된 활성화 전자 메일
을 확인합니다 .

7. 받은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하여 암호를 변경합니다 .

8.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9. 등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로그인합
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이 열립니다 .

10. Generate Keys(키 생성 )를 클릭합니다 .

참고 : Arcserve RHA는 라이선스 포털에 추가된 Arcserve RHA주문 또
는 Arcserve RHA Premium Plus Edition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품 이
름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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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 - Arcserve RHA 16.5

11. "제품 이름 "에서 Arcserve RHA 16.5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
니다 .

1. "Quantity"(수량 )에서 선택한 제품에 대해 생성할 라이선스 키
의 필수 수량을 선택합니다 .

2. Generate Key(키 생성 )를 클릭합니다 .

제공된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

생성된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Arcserve RHA 16.5에 라이선스를 부
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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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mprovement Program등록 시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Arcserve라이선스를 적용하는

Product Improvement Program등록 시 독립 실행
형 에이전트에 Arcserve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Arcserve UDP에이전트 v6.5를 설치한 후 콘솔에서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Arcserve를 공유하고 ,제품 유
용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솔의 사용 세부 정보 및 통

계를 Arcserve가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중요 ! Arcserve는 노드 이름 , IP주소 ,로그인 자격 증명 ,도메인 이름 및
네트워크 이름과 같은 개인 정보나 비즈니스용 중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콘솔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콘솔의 메시지 탭에 다음과 같은 알림이 표

시됩니다 :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이 Arcserve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등
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콘솔에서 도움말 , Product Improvement Program을 클릭합니다 .

Arcserve Product Improvement Program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2. Arcserve Product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3.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하고 Send Verification Email(확인 전자 메일 보내
기 )을 클릭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회사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화 번호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필수입니다 .확인 전자 메
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

처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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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Arcserve UDP를 다운로드할 때 전자 메일로
이 번호를 받았습니다 .

Arcserve Product Improvement Program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전자 메일
주소로 확인 전자 메일이 전송됩니다 .

4. 전자 메일 계정에 로그인하고 받은 전자 메일을 엽니다 .

5. 전자 메일에 제공된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

6.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 경우 Arcserve등록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참고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링크에서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
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암호를 입력하고 라이선스 풀
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

7.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듭니다 .

8. 저장을 클릭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주문 추가 및 키 다
운로드 옵션을 사용하여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를 라이선싱할 수 있습

니다 .

Arcserve UDP를 등록했습니다 .

등록이 끝나면 "참여 취소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

등록을 취소하려면 참여 취소를 클릭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면 이 항목의 위에서 설명한 대로 동일

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다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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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 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124

Arcserve UDP Workstation Free Edition 135

7장: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에 Arcserve제품 사용 123



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 UDP평가판 연장

Arcserve Backup평가판 연장

Arcserve UDP Archiving평가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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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Arcserve UDP평가판 연장

중요 !제품의 평가판은 한 번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를 사용하면 Arcserve UDP평가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
가판 기간이 종료될 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선택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탭을 클릭합니다 .

4.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대화 상자에서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
을 클릭합니다 .

"Request for Trial Extension"(평가판 연장 요청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서 열립니다 .

참고 : "Request for Trial Extension"(평가판 연장 요청 )페이지가 나타
나지 않으면 브라우저에서 팝업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5.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등록 페이지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참고 : *표시가 있는 필드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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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확인
전자 메일을 열고 링크를 클릭하여 평가판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연락처 이름 (선택 사항 )

이름을 지정합니다 .

국가

국가 선택에 따라 Arcserve는 회사에서 승인 기관을 식별합니
다 .

회사 (선택 사항 )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연락처 번호 (선택 사항 )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Default (Trial all features with a source data limit of 1TB for 60 days)(기
본값 (소스 데이터 1TB까지 모든 기능이 포함된 60일 평가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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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1TB의 데이터가 제공된 60일 기본 평가판을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평가판 연장 요구 사항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
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평가판 연장 요청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아래에 언급된 사

용자 지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데이터 크기 (TB)

평가판 연장 요청에 대해 TB의 배수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크기를 지정합니다 .

Office 365백업 사용자

평가판 연장 요청에 필요한 Office 365백업 사용자 수를 지정
합니다 .

물리적 노드 수

평가판 연장 요청에 필요한 물리적 노드 수를 지정합니다 .

가상 노드 수

평가판 연장 요청에 필요한 물리적 노드 수를 지정합니다 .

추가 정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지정합니다 .

6. 제출을 클릭합니다 .

평가판 연장 요청이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

Arcserve에서 승인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

Arcserve에서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활성화 링크가 있는 전자 메일
을 Arcserve에서 받게 됩니다 .

7. 전자 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

Arcserve제품의 평가판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제 활성화된 라이선
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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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Arcserve Backup평가판 연장

중요 !제품의 평가판은 한 번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를 사용하면 Arcserve Backup평가판 기간을 온라인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2. 도움말을 클릭하고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을 선택합니다 .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tend Trial"(평가판 연
장 )대화 상자에서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을 클릭합니다 .

3. "Request for Trial Extension"(평가판 연장 요청 )페이지가 브라우저에서 열
립니다 .

참고 : "Request for Trial Extension"(평가판 연장 요청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브라우저에서 팝업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4.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등록 페이지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참고 : *표시가 있는 필드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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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확인 전자
메일을 열고 링크를 클릭하여 평가판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연락처 이름 (선택 사항 )

이름을 지정합니다 .

국가

국가 선택에 따라 Arcserve는 회사에서 승인 기관을 식별합니다 .

회사 (선택 사항 )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연락처 번호 (선택 사항 )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Default (Trial all features with a source data limit of 1TB for 60 days)(기본값
(소스 데이터 1TB까지 모든 기능이 포함된 60일 평가판 사용 ))

1TB의 데이터가 제공된 60일 기본 평가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평가판 연장 요구 사항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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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평가판 연장 요청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아래에 언급된 사용자

지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데이터 크기 (TB)

평가판 연장 요청에 대해 TB의 배수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크기를
지정합니다 .

물리적 노드 수

평가판 연장 요청에 필요한 물리적 노드 수를 지정합니다 .

가상 노드 수

평가판 연장 요청에 필요한 물리적 노드 수를 지정합니다 .

추가 정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지정합니다 .

5. 제출을 클릭합니다 .

평가판 연장 요청이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

Arcserve에서 승인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

Arcserve에서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활성화 링크가 있는 전자 메일을
Arcserve에서 받게 됩니다 .

6. 전자 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

Arcserve제품의 평가판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제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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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Archiving평가판 연장

UDP Archiving을 사용하면 평가판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판
기간이 10일 내에 만료되는 경우 평가판 연장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
의 수퍼 관리자 이름 앞에 있는 알림 아이콘을 사용하여 평가판의 마지

막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판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알
림에 표시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수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2. 옵션 목록에서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을 클릭합니다 .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페이지가 나타나고 "제품 정품 인증 "탭
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대화 상자에 전자 메일 주소와 이름을 입
력합니다 .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

4.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을 클릭합니다 .

7장: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에 Arcserve제품 사용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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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Trial Extension"(평가판 연장 요청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서 열립니다 .

참고 : "Request for Trial Extension"(평가판 연장 요청 )페이지가 나타
나지 않으면 브라우저에서 팝업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5. "Extend Trial"(평가판 연장 )등록 페이지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참고 : *표시가 있는 필드는 필수입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

참고 :확인 전자 메일이 이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확인
전자 메일을 열고 링크를 클릭하여 평가판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연락처 이름 (선택 사항 )

이름을 지정합니다 .

국가

국가 선택에 따라 Arcserve는 회사에서 승인 기관을 식별합니
다 .

회사 (선택 사항 )

132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

연락처 번호 (선택 사항 )

다음 형식으로 전화 번호를 지정합니다 .

국가 코드 -전화 번호 .예 : 000-1122334455

Default (Trial all features with a source data limit of 1TB for 60 days)(기
본값 (소스 데이터 1TB까지 모든 기능이 포함된 60일 평가판 사용 ))

1TB의 데이터가 제공된 60일 기본 평가판을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평가판 연장 요구 사항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Customized
(사용자 지정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

사서함 수

평가판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서함 수를 지정합니다 .

추가 정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지정합니다 .

6. 제출을 클릭합니다 .

평가판 연장 요청이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

Arcserve에서 승인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

Arcserve에서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Arcserve로부터 활성화 링크가
포함된 등록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

7. 활성화를 위해 제공된 전자 메일 주소에서 Arcserve가 보낸 등록
전자 메일을 열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등록 전자 메일에 제공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 경우 Arcserve등록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자 메
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
이지가 나타납니다 .

b. 원하는 암호를 입력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들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제품을
활성화한 후 Arcserve제품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할 경우 로
그인합니다 .

8. Arcserve UDP Archiving콘솔로 이동한 후 라이선스 관리 탭을 클릭
하여 라이선스를 직접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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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제품 평가판을 사용하는 방법

9. Refresh License(라이선스 새로 고침 )를 클릭하여 제품의 모든 라이
선스에 대한 최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참고 :평가판 연장 완료의 상태 및 마지막 날짜를 확인하려면

Arcserve UDP Archiving콘솔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

릭하십시오 .

Arcserve제품의 평가판 기간이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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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Workstation Free Edition

Arcserve UDP Workstation Free Edition

Arcserve를 사용하면 평가판 기간 동안 UDP Workstation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버전 5.0업데이트 2부터는 평가판 기간이 끝나
는 시점에 완전하게 작동하는 Workstation Free Edition이 아직 적절한 라
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은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무료 버전은
워크스테이션 클래스 하드웨어 (Microsoft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실행
하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에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 기간 동안 제공
된 모든 기능과 특징에 대한 전체 모든 액세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되 ,
몇 가지 기능은 제한됩니다 .

참고 : Workstation Free Edition의 경우 UDP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백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요 특징 :

평가판 기간이 만료되면 Workstation Edition(평가판 기간 버전 )이
Workstation Free Edition으로 변경됩니다 .

Workstation Free Edition노드는 Arcserve UDP콘솔에서 계속해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Arcserve UDP "Workstation Edition"에 대한 아주 단순한 키 기반 업
그레이드 경로를 제공합니다 .

로컬 디스크나 공유 폴더 또는 라이선스 키가 필요 없는 RPS가 아닌
모든 기타 지원되는 대상으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Workstation Free Edition을 사용하는 경우 RPS를 백업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백업 주기 동안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을 상당히 줄여 주는 전역 중복 제거 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이 기능은 정식 Workstation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 채팅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질문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FAQ를 보려면 Work Station Free Edition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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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Workstation Free Edition

UDP Workstation Free Edition에 대한 자주 묻는 질
문

다음 FAQ목록은 Arcserve UDP Work Station Free Edition과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합니다 .

Q.평가판을 사용하여 Arcserve UDP의 모든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
니까?

A. 예 .평가판을 사용하면 평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Arcserve UDP
의 모든 뛰어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이 만료되
면 Arcserve UDP의 Workstation Edition이 Workstation Free Edition으로 자
동으로 전환됩니다 .

Q. RPS(복구 지점 서버 )가 Workstation Free Edition노드의 대상으로
선택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RPS를 백업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수는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 .

Q. Arcserve UDP가 언제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
까?

A. Arcserve UDP는 뛰어난 지능형 솔루션이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노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사
용합니다 .따라서 공유 폴더에 대한 백업을 수행해도 라이선스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RPS를 대상으로 선택하면 사용 가능
한 경우 라이선스가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Workstation Free Edition
노드에서 백업 대상으로 RPS를 활용 (선택 )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 ,더 이상 Workstation
Free Edition노드가 아님 ).

Q. Workstation Free Edition이 Windows 2012와 같은 서버 클래스 운영
체제에서 작동합니까?

A.아니요 . Workstation Free Edition은 지원되는 모든 Windows클라이
언트 운영 체제 (예 : Windows 7, 8,또는 8.1)에서 실행 중인 데스크톱
및 노트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운영 체제 목
록을 보려면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Q. Workstation Free Edition에 대한 제품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A.제품 내에서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지원 서비스에 연결하
여 Workstation Free Edition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Workstation Edition을 사용하면 Workstation Free Edition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라이브 채팅 "기능과 같은 더욱 향상되고 빠른 지원 서비
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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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포털 이해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이해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통해 Arcserve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사용하면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중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로그인 페이지에 제공하십시오 .

참고 :첫 번째 로그인 후 포털을 사용하여 암호를 변경하십시오 .

로그인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New Registration(새 등록 )

Arcserve UDP또는 Arcserve RHA의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새 등
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이 옵션은 Arcserve UDP v6.5또는 Arcserve Backup r17.5의 라이선스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Documentation(설명서 )

Arcserve UDP v6.5와 Arcserve Backup r17.5의 처음 등록 및 라이선스 활
성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Activate/Deactivate in Offline Mode(오프라인 모드에서 활성화/비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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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포털 이해

이 링크는 offline.arc파일을 업로드하여 오프라인 모드에서 컴퓨터
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FAQ

다른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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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포털 탐색

Arcserve라이선스 포털 탐색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연결 페이지에는 다음 필드가 표시됩니다 .

맨 위 막대

각 탭을 사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
페이지에는 홈 탭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

홈

라이선스 풀을 만들거나 제품에 대한 주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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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포털 탐색

오프라인 모드에서 Arcserve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활성화

온라인 모드에서 Arcserve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록

라이선스의 전체 사용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문 기록

라이선스 주문의 전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키 다운로드

Arcserve RHA및 Arcserve UDP의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키를
보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이드바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 /전자 메일 ID가 나타납니
다 .드롭다운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필과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아이콘

제품의 만료 날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선택한 탭 화면

맨 위 막대 아래의 화면에는 선택한 탭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가 표

시됩니다 .연결 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홈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
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다른 탭을 클릭하여 중간에 있는 섹션 보기
를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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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옵션 관리

사용자 옵션 관리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오른쪽 상단에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클릭하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Change Password(암호 변경 )

포털에서 직접 암호를 업데이트합니다 .새 암호를 입력하고 Change
Password(암호 변경 )를 클릭합니다 .

참고 : Enter New Password(새 암호 입력 )상자 안쪽을 클릭하면 암호
를 변경할 전자 메일 ID가 나타납니다 .

Edit Profile(프로필 편집 )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이름 ,연락처 번호 및 회사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Log out(로그아웃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어 옵
션을 닫는 대신 로그아웃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Help(도움말 )

관련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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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이선스 관리

제품 라이선스 관리

홈 탭을 사용하여 제품의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홈 "탭은 로
그인 후 연결되는 기본 페이지입니다 .다른 탭에 있는 경우 "홈 "탭을
클릭하여 라이선스를 관리합니다 .

"홈 "탭 화면에서 라이선스 풀 상태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라이선스 풀 상태 보기

라이선스 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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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풀 상태 보기

"홈 "탭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라이선스 풀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풀 이름별로 그룹화

제품 이름별로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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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풀 이름별로 그룹화

이 옵션을 사용하여 이름에 따라 기존 라이선스 풀 목록을 볼 수 있습

니다 .목록에는 여러 필드가 표시됩니다 .

라이선스 풀 이름

풀 이름을 나타내며 풀 이름의 사전순으로 정렬됩니다 .라이선스
풀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할당된 라이선스 그룹을 나타냅니다 .

라이선스 풀 앞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풀의 모든 이름을 확장

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 라이선스 풀을 축소하거나 확장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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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이선스 관리

제품 이름

라이선스 풀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처리 번호

주문과 관련된 주문 처리 번호를 표시합니다 .

단위

제품에 사용되는 단위 유형을 나타냅니다 .예 :컴퓨터 ,소켓 , TB등

구입한 수

특정 제품에 대해 구입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사용된 총 수

구입한 라이선스에서 사용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남은 수

단위에 할당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146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제품 라이선스 관리

제품 이름별로 그룹화

이 옵션을 사용하여 제품 이름에 따라 라이선스 풀 목록을 볼 수 있습

니다 .

제품 이름

라이선스 풀이 할당된 제품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처리 번호

주문과 관련된 주문 처리 번호를 표시합니다 .

라이선스 풀 이름

제품에 할당된 라이선스 풀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단위

라이선스 풀에 사용되는 단위 유형을 나타냅니다 .예 :컴퓨터 ,소켓 ,
TB등

구입한 수

특정 라이선스 풀에 대해 구입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사용된 총 수

구입한 라이선스에서 사용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남은 수

단위에 할당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8장: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사용 147



제품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풀 관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은 라이선스 풀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작업을 제
공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주문 추가

라이선스 풀 만들기

라이선스 풀 할당

라이선스 풀 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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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추가

중요 ! "Add an Order"(주문 추가 )옵션을 사용하면 활성화된 서버에 추
가 주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을 사용하여 주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직접 제공
하고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주문을 추가하려면 유효한 주문
ID와 주문 처리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하고 고유한 주문 ID및 주문 처리 번호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

일치하는 세부 정보 :둘 모두 동일한 주문에 대해 전송되었습니
다 .

고유 번호 :둘 모두 사용 중이 아닌 번호입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홈 페이지에서 주문 Add an Order(주문 추가 )를 클릭합니다 .

2. "Add an Order"(주문 추가 )대화 상자에서 주문 ID처리 번호를 입력
하고 Review Order(주문 검토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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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주문 ID및 처리 번호가 아직 사용 중이 아니면 Add Licenses
to(라이선스 추가 )및 License Pool Name(라이선스 풀 이름 )옵션이
나타납니다 .

3. Add Licenses to(라이선스 추가 )탭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과 같
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Existing License Pool(기존 라이선스 풀 ):드롭다운 목록에서
Existing License Pool(기존 라이선스 풀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는 License Pool Name(라이선스 풀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기존 풀을 선택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

참고 :기본적으로 기존 라이선스 풀이 선택됩니다 .

b. New License Pool(새 라이선스 풀 ):드롭다운 목록에서 New
License Pool(새 라이선스 풀 )을 선택한 경우에는 License Pool
Name(라이선스 풀 이름 )탭에 라이선스 풀 이름을 입력한 후
추가를 클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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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프라인 모드에서 공유되는 기존 풀에 주문을 추가하는 경
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a. 오프라인 활성화 탭으로 이동합니다 .

b. 사용 가능한 모든 제품을 선택합니다 .

c. activation.arc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d. activation.arc파일을 해당하는 제품 설치 폴더에 복사합니다 .

l Arcserve UDP: {UDP설치 경로 }/Management/Configuration
l Arcserve Backup : {Arcserve Backup설치 경로 }(예 : C:\Program

Files(x86)\CA\ARCserve Backup\)
l Arcserve UDP Archiving: /var/fas/www/Offline

e. "라이선스 관리 "탭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추가된 라이
선스를 봅니다 .

입력한 세부 정보가 고유하고 올바른지 시스템에서 검토합니다 .
검토에 성공하면 "추가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

4.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

주문이 추가되고 라이선스 풀 목록에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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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풀 만들기

라이선스 풀을 만들면 기본 풀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새 라이선스 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홈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2. 라이선스 풀 화면에서 라이선스 풀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

참고 :이름이 기존 라이선스 풀과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새 풀 수량 옵션에서 새 풀에 원하는 라이선스 수를 할당하고 저
장을 클릭합니다 .

참고 : "제품 이름 "행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의 남은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기본 라이선스 풀의 다른 제품 이
름의 라이선스를 입력합니다 .

할당한 라이선스 수를 사용하여 새 풀을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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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풀 할당

"Online Activation"(온라인 활성화 )탭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제품에 기
존 라이선스 풀을 할당하거나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를 참조하십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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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풀 수정 또는 삭제

기존 라이선스 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홈 탭을 클릭합니다 .

기존 라이선스 풀 목록이 나타납니다 .

2. 수정하거나 삭제할 라이선스 풀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

Edit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편집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Edit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편집 )옵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수정하려면 풀 수량을 업데이트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풀을 제거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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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오프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오프라인 활성화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모드에서 Arcserve제품 라이선
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으로 Arcserve UDP라이선스 활성화를 참조하십
시오 .

8장: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사용 155



온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온라인으로 Arcserve제품 라이선스 활성화

온라인 활성화 옵션을 사용하면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풀을 할
당하거나 다시 할당한 다음 제품 콘솔에서 라이선스 활성화 상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목록에서 서버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서버와 관련된 제품이 제품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

2. Change License Pool(라이선스 풀 변경 )의 드롭다운 옵션에서 풀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

참고 :선택한 풀은 제품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
됩니다 .

선택한 제품에 라이선스 풀이 할당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

3.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할당된 라이선스 풀을 볼 수 있습니다 .

4. Arcserve제품 콘솔에서 라이선스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 Arcserve UDP의 라이선스를 활성화한 후 ,적용된 모든
라이선스를 보려면 Arcserve UDP콘솔에서 도움말>Activate and
License Management(활성화 및 라이선스 관리 )창으로 이동하여 라
이선스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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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록 보기

사용 기록 보기

사용 기록을 통해 라이선스의 전체 사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서버 이름

라이선스에 사용되는 서버 이름을 나타냅니다 .

제품

서버에 설치된 제품 이름을 나타냅니다 .

제품 버전

제품 버전을 나타냅니다 .

보호된 데이터

해당 버전의 제품에서 보호되는 데이터 양을 나타냅니다 .

보호된 원시 데이터

해당 버전의 제품에서 보호되는 원시 데이터 양을 나타냅니다 .

저장소의 데이터 크기

해당 버전의 제품에 대한 저장소의 데이터 크기를 나타냅니다 .

실제 서버

제품에 사용되는 실제 서버 수를 나타냅니다 .

가상 서버

제품에 사용되는 가상 서버 수를 나타냅니다 .

업데이트 날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나타냅니다 .

상태

라이선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는 "Active"(활성 )또는
"Inactive"(비활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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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록 보기

"주문 기록 "를 통해 라이선스 주문의 전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문 번호

주문에 대해 받은 주문 ID를  나타냅니다 .

처리 번호

주문에 대해 받은 처리 번호를 나타냅니다 .

제품

주문한 제품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수량

제품에 대해 주문한 라이선스 수를 나타냅니다 .

주문 날짜

주문 날짜를 나타냅니다 .

Term in Months(기간 (월 ))

주문에 적용되는 월 수를 나타냅니다 .

참고 : Term in Months(기간 (월 ))는 유지 관리 기반 주문에 적용됩니다 .

Maintenance Start(유지 관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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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형 에이전트/Arcserve RHA용 키 다운로드

유지 관리 시작 날짜를 나타냅니다 .

Maintenance End(유지 관리 종료 )

유지 관리 만료 날짜를 나타냅니다 .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Arcserve RHA용 키 다운
로드

"Download Keys"(키 다운로드 )옵션을 사용하면 Arcserve UDP또는 Arcserve
RHA의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 대한 키를 보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중요 ! "Download Keys"(키 다운로드 )옵션은 Arcserve RHA또는 Arcserve
UDP독립 실행형 에이전트에만 적용됩니다 .키 관련 정보를 보고 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키를 생성하려면 "제품 이름 "에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수량 "
드롭다운 목록에서 숫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

참고 : Arcserve RHA는 Arcserve UDP Premium버전 이상의 라이선스를 구입
한 경우에만 "제품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

UDP Agent for Windows/UDP Agent for Linux에 대해 생성된 키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

제품 이름

키를 생성한 제품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제품 버전

키를 생성한 제품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

수량

제품에 대해 생성한 키의 개수 나타냅니다 .

키

특정 수량에 대해 생성된 제품의 키 번호를 나타냅니다 .

날짜

키 생성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

8장: Arcserve라이선스 포털 사용 159



독립 실행형 에이전트/Arcserve RHA용 키 다운로드

Arcserve RHA에 대해 생성된 키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와 함께 나타납
니다 .

제품 이름

키를 생성한 제품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RHA주문

키를 생성한 RHA주문을 나타냅니다 .

기술 설명

제품에 대해 생성한 키의 기술 설명을 나타냅니다 .

플랫폼

제품에 대해 생성한 키의 플랫폼을 나타냅니다 .

키

특정 수량에 대해 생성된 제품의 키 번호를 나타냅니다 .

수량

제품에 대해 생성한 키의 개수 나타냅니다 .

날짜

키 생성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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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질문과 대답
이 섹션에서는 질문과 대답을 다룹니다 .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162

Arcserve에서 라이선스 관련 알림을 자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3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최신 수정 사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164

Arcserve 라이선스 활성화 전자 메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6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Appliance에서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7

Arcserve Backup및 Arcserve UDP가 동일한 컴퓨터에 있는 경우 온라인 활
성화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9

Arcserve Backup및 Arcserve UDP가 동일한 컴퓨터에 있는 경우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0

NDMP를 지원하는 NAS파일러에 대한 Arcserve UDP소켓 기반 버전에 라
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170

클라우드의 서버에 대한 Arcserve UDP에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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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Arcserve UDP를 강제로 오프라인
으로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1.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figuration

2. Open EntitlementRegister_Windows.properties file.

3. 기존 서버 이름 SERVERNAME=www.arcserve-register.com을
SERVERNAME=www.dummy-arcserve-register.com으로 변경합니다 .

4. 이제 링크에 설명되어 있는 오프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수행합
니다 .

참고 :오프라인 활성화를 위해 제공된 링크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
인 컴퓨터에 대해 설명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컴퓨터에서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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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에서 라이선스 관련 알림을 자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rcserve에서 라이선스 관련 알림을 자주 보내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rcserve는 연간 구독을 기반으로 제품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유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림이 수신됩니다 .

Arcserve UDP: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등록된 전자 메일로 전
자 메일 및 알림이 전송되어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구독이 종료됨을

알립니다 .예를 들어 60, 30, 15및 0일입니다 .

참고 : Arcserve UDP콘솔에서 메시지 탭으로 이동한 후 Details(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구독 종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Arcserve UDP Archiving On Premise: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수퍼
관리자가 구독 만료 알림을 받습니다 .이 알림은 구독 만료 날짜
60일 전부터 24시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

참고 :구독 만료 날짜 이후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유
예 기간이 끝나면 수퍼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역할에 대해 로그인

이 실패합니다 .수퍼 관리자는 모든 역할에 대해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제품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Arcserve Backup:구독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등록된 전자 메일로
전자 메일 및 알림이 전송되어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구독이 종료됨

을 알립니다 .예를 들어 60, 30, 15및 0일입니다 .

참고 : Arcserve Backup Manager의 오른쪽 상단에 구독 종료 날짜 정
보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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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최신 수정 사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최신 수정 사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Arcserve최종 사용자 라이선싱 포털을 탐색
하는 경우 최신 수정 사항이 Arcserve최종 사용자 라이선싱 포털에 반
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신 수정 사항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Internet Explorer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2.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3. "검색 기록 "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

웹 사이트 데이터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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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최신 수정 사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제 최신 수정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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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라이선스 활성화 전자 메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rcserve라이선스 활성화 전자 메일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 Arcserve라이선스 활성화 전자 메일을 수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 전자 메일을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사서함의 스팸 폴더를 확인합니다 .

또는

수동으로 확인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Arcserve.Registration@arcserve.com전자 메일 주소가 활성화 메일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되었는지 전자 메일 설정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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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Appliance에서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Appliance에서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Appliance에서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Appliance작업 로그에 다음과 같
은 라이선스 관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실패 . Please navigate to Help->Activation and Licensing to find the
exact license needed for this node.("도움말 "->"정품 인증 및 라이선싱 "으로
이동하여 이 노드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찾으십시오 .)

Appliance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1. RPS도 v6.5로 업그레이드되고 Arcserve UDP콘솔이 RPS를  Appliance로
감지합니다 .

표시되는 아이콘 유형은 Arcserve UDP 콘솔에서 RPS업그레이드가
감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RPS가  Appliance에서 실행 중이 아닐 때 표시되는 아이콘

RPS가Appliance에서 실행 중일 때 표시되는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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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Appliance에서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으면 RPS서버가
Appliance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콘솔이 RPS를 감지할 수 있도
록 하려면 Arcserve UDP콘솔에서 RPS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2. 모든 작업 /계획에 대한 백업 대상은 Appliance에 생성된 볼륨이 있
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

참고 : Appliance라이선스는 백업 대상이 Appliance에 있는 볼륨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백업 대상이 Appliance에 없는 경우에는
Appliance라이선스 외에 추가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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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및 Arcserve UDP가 동일한 컴퓨터에 있는 경우 온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

Arcserve Backup및 Arcserve UDP가 동일한 컴퓨터
에 있는 경우 온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 방법 1:

Arcserve UDP를 먼저 활성화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에 대해 온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

2. Arcserve UDP활성화가 완료되면 라이선스 관리 탭에서 새로 고침
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봅니다 .

3. 이제 Arcserve Backup Manager를 열면 Arcserve Backup이 자동으로 활
성화됩니다 .

해결 방법 2:

Arcserve Backup을 먼저 활성화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Backup에 대해 온라인 활성화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

2. Arcserve Backup활성화가 완료되면 Arcserve Backup Manager를 열어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봅니다 .

3. Arcserve UDP콘솔의 라이선스 관리 탭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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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및 Arcserve UDP가 동일한 컴퓨터에 있는 경우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Arcserve Backup및 Arcserve UDP가 동일한 컴퓨터
에 있는 경우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먼저 Arcserve UDP에 대해 오프라인 활성화를 수행합니다 .

2. Arcserve UDP콘솔의 라이선스 관리 탭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새로 고칩니다 .

참고 : Arcserve UDP콘솔에서 라이선스를 새로 고칩니다 .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라이선스를 새로 고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표시됩니다 .

Could not complete the refresh license(rc=[5311])(라이선스 새로 고침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

3. Arcserve Backup Manager에서 CA_LIC폴더로 이동한 후 ca.olf파일을
다음 경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C:\Program Files (x86)\Arcserve\SharedComponents\CA_LIC

4. 다음 경로에 있는 EntitlementRegister_Windows.properties파일을 복사
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figuration

5. 복사한 EntitlementRegister_Windows.properties파일을 다음 경로에 덮
어씁니다 .

C:\Program Files (x86)\CA\ARCserve Backup

6. Arcserve Backup Manager를 닫은 후 엽니다 .

Arcserve Backup을 활성화했습니다 .

NDMP를 지원하는 NAS파일러에 대한 Arcserve
UDP소켓 기반 버전에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
법

Arcserve Backup NDMP NAS옵션은 각 논리적 NAS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형 NAS에 헤드가 여러 개 또는 IP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모두 Premium
소켓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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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서버에 대한 Arcserve UDP에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Arcserve UDP UNC경로 /CIFS보호는 NDMP와 달리 무한 증분 ,더 나은 중복
제거 및 RPS간 복제 이점을 제공하며 표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
안을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의 서버에 대한 Arcserve UDP에 라이
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클라우드 인스턴스의 경우 OS에 vCPU를 제공하므로 , OS인스턴스별 라
이선스 또는 소켓 기반 라이선스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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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온라인 활성화를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활성화가 진행됨 173

Arcserve UDP v6.5독립 실행형 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한 후 포털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없음 175

라이선스 SDK를 설치 /제거하는 방법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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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성화를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활성화가 진행됨

온라인 활성화를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활성화

가 진행됨

Arcserve UDP:

Arcserve UDP라이선스를 온라인으로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활성화 창이
나타납니다 .

증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콘솔에서 Arcserve UDP를 활성화하는 경우 오
프라인 활성화 창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활성화에 사용되는 컴퓨터
에서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해결 방법

참고 :이 해결 방법은 Arcserve UDP v6.5업데이트 1에만 적용됩니다 .이
보다 이전 버전의 Arcserve UDP인 경우 ,이 해결 방법을 사용하려면
Arcserve UDP의 기존 버전에 P000000715또는 UDPV6.5U1패치를 적용하십
시오 .

활성화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위치에 있는 EntitlementRegister_
Windows.Properties파일에 PROXY_HOSTNAME및 PROXY_PORT_NUMBER매개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figuration\

PROXY_HOSTNAME=<고객 프록시 호스트 이름>

PROXY_PORT_NUMBER=<고객 프록시 포트 번호>

Arcserve Backup:

Arcserve Backup라이선스를 온라인으로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활성화
창이 나타납니다 .

증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콘솔에서 Arcserve Backup을 활성화하는 경우
오프라인 활성화 창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활성화에 사용되는 컴퓨
터에서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해결 방법

참고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트 픽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rcserve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활성화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위치에 있는 EntitlementRegister_
Windows.Properties파일에 PROXY_HOSTNAME및 PROXY_PORT_NUMBER매개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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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성화를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활성화가 진행됨

C:\Program Files (x86)\CA\Arcserve Backup

PROXY_HOSTNAME=<고객 프록시 호스트 이름>

PROXY_PORT_NUMBER=<고객 프록시 포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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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v6.5독립 실행형 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한 후 포털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Arcserve UDP v6.5독립 실행형 에이전트로 업그
레이드한 후 포털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없음

Arcserve UDP v6.5독립 실행형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후 로그인 자격 증
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증상

Arcserve UDP v6.5독립 실행형 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한 후 Arcserve라
이선스 포털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PIP(제
품 개선 프로그램 )에 등록한 이전 버전에서 Arcserve UDP독립 실행형 에
이전트로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링크를 클릭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로 이동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2.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에서 Forgot Password(암호
분실 )를 클릭합니다 .

3. "Forgot Password"(암호 분실 )페이지에서 PIP등록 시 사용한 전자전
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

4. 위에 입력한 전자 메일 주소를 엽니다 .

Arcserve에서 암호 분실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

5. 해당 전자 메일에서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 경우 Arcserve등록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자 메일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
타납니다 .

6. Create a Password(암호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암호를 입력
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용 프로필을 만듭니다 .용 프로필을 만
듭니다 .

7. 저장을 클릭합니다 .

Arcserve라이선스 포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새로 만든 자
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라이선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
다 .

175 Arcserve라이선싱 가이드

https://www.arcserve-register.com/AERPEndUserPortal/#/login


라이선스 SDK를 설치/제거하는 방법

라이선스 SDK를 설치/제거하는 방법

Arcserve제품을 릴리스할 때마다 라이선스 SDK가 설치됩니다 .이를 수
동으로 다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SDK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
시오 .

1. 모든 Arcserve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모든
Arcserve제품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2. lic98.dll또는 lic98_64.dll이 사용 중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rcserve Backup: Arcserve Backup iso를 탑재하고 \IntelNT\LICENSE
폴더로 이동합니다 .

Arcserve UDP: UDP콘솔 컴퓨터에서 아래의 UDP설치 경로로
이동합니다 .

X:\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Deployment\D2D\IntelNT\LICENSE

4. BaseLicInst.exe를 실행합니다 .

5. \IntelNT\LICENSE에서 lic_comp_codes.dat를 복사하여 C:\Program Files
(x86)\Arcserve\SharedComponents\CA_LIC에 덮어씁니다 .

라이선스 SDK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C:\Program Files (x86)\Arcserve\SharedComponents\CA_LIC폴더로 이동
합니다 .

2. C:\Program Files (x86)\Arcserve\SharedComponents\CA_LIC에서 lic98_
uninstaller.zip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

3. rmlicense.bat를 실행하여 라이선스 SDK를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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