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serve® Appliance사용

자 가이드

버전 7.0



Arcserve® Appliance온라

인 도움말

버전 7.0
왼쪽 창에 목차가 나타납니다 .모든 항목을 보려면 맨 위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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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cserve지원 문의
Arcserve지원 팀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
하며 중요한 제품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문의

Arcserve지원 지원 기능 :

Arcserve지원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동일한 정보 라이브러
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KB(기술 자료 )문
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주요 문제 및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테스트를 완료한 해결 방법이 포함된 제품 관련 KB문
서를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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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serve Global User Community에 참여하여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사람들
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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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serve Appliance반품 정책
Arcserve에 제품을 반품하려면 유효한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RMA번호를 얻으려면 Arcserve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려면 arcserve.com/support를 참
조하십시오 .지원 팀은 RMA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

반품 시 재입고 수수료 10%가 부과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
됩니다 . 1)주문이 잘못 처리된 경우 Arcserve는 RMA를 수락하고 전액 환
불해 드립니다 . 2)결함이 있는 품목을 30일 이내에 반품할 경우 Arcserve
는 RMA를 수락하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3)합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지
원 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하드웨어 기술 문제가 발생할 경우 Arcserve
는 RMA를 수락하고 동일한 가격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로 교체해 드립
니다 .

RMA요청에 필요한 정보 :

제품 일련 번호 (어플라이언스 후면에 있음 )

Arcserve주문 번호

파트너 연락처 이름

파트너 전화 번호

파트너 전자 메일 주소

고객 연락처 이름 (있는 경우 )

전화 번호 (있는 경우 )

전자 메일 주소 (있는 경우 )

문제 및 이미 수행한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

요청된 배송 서비스 및 배송 주소

RMA번호를 포장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RMA는 적절
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배송되어야 합니다 .모든 RMA는 물품 추적 및 보
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회사를 통해 배송되어야 합니다 .
배송 중 손상 또는 RMA분실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

http://www.arcserve.com/us/support.aspx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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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원 2

제품설명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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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6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 7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 8

Arcserve Backup 9

Arcserve RHA 10

안전주의사항 11

상자에있는품목 12

Appliance 8000시리즈 상자에 포함된 품목 13

Appliance 9000시리즈 상자에 포함된 품목 14

상자에없는품목 15

사용가능한모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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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7400 - 7600v 19

모델 8100 - 8400 21

모델 9012 - 9504DR 22

컨트롤및표시기 25

전면 패널 7100 - 7300v 26

전면 패널 7400 - 7600v 28

전면 패널 8100 - 8200 30

전면 패널 8300 - 84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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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7100 - 7300v 38

후면 패널 7400 - 7600v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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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9012 - 904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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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언스에사용되는포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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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50

Microsoft Windows에 설치된 구성 요소 51

Linux에 설치되는 구성 요소 57

UDP Linux에서 원격으로 보호하는 노드 58

Arcserve Backup 59

Linux용 어플라이언스 지원 60

CentOS 6.6 x64방화벽에 포트를 추가하는 방법 61

{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설치 63
Arcserve Backup 18.0을설치하는방법 64

8100 - 8200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6

8300 - 8400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7

9012 - 9048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7

9072 - 9504DR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7

{장 번호 }장 : Appliance에서 Arcserve UDP업그레이드 68
Arcserve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후라이선스를적용하는방법 69

Arcserve Appliance의업그레이드시퀀스 70

Arcserve UDP콘솔 및 RPS로 사용되는 Arcserve Appliance업그레이드 71

Arcserve UDP RPS로 사용되는 Arcserve Appliance업그레이드 72

둘 이상의 Arcserve Appliance가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업그레이드 단계 73

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UDP Linux Agent업그레이드 74

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Backup업그레이드 75

UDP콘솔 , RPS및에이전트의업그레이드순서 76

{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구성 77
Arcserve Appliance의네트워크설정을구성하는방법 78

Arcserve Appliance를설정하는방법 82

Arcserve Appliance를게이트웨이로구성 91

{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작업 92
Appliance에서 Arcserve제품정품인증 93

Arcserve Appliance마법사를사용하여계획만들기 94

계획에노드추가 95

호스트 이름 /IP주소 노드 추가 96

Active Directory노드 추가 98

vCenter/ESX노드 추가 100

Hyper-V노드 추가 103

Linux노드에대한백업계획만들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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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장치에백업하는계획만들기 106

Appliance Virtual Standby계획만들기 107

Linux백업서버를백업하는계획만들기 108

로컬 Appliance Hyper-V에 Linux인스턴트 VM작업을수행하도록설정 112

ConsoleMigration.exe를사용하여 Arcserve UDP콘솔마이그레이션 113

사전설치된 Linux백업서버를 CentOS 7.4로마이그레이션 115

Arcserve Appliance간의마이그레이션수행 117

해결 방법 1 118

해결 방법 2 123

사전설치된 Linux백업서버의입력소스수정 126

{장 번호 }장 : Appliance Server원격 모니터링 130
IPMI작업 131

IPMI암호를 변경하는 방법 132

IPMI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35

iDRAC작업 136

iDRAC모니터링 및 관리 137

iDRAC의 IP주소 찾기 139

iDRAC의 DHCP또는 고정 IP주소 구성 141

{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복원 또는 복구 148
공장초기화디버그 149

Appliance 7000 - 8000시리즈에서부팅옵션을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적용 151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에서부팅옵션을사용하여 Arcserve UDP공
장초기화적용 154

구성지우기및 Appliance공장초기화적용 157

하드드라이브제거및교체 160

데이터를보존하지않고 BMR수행 162

데이터를보존하고 BMR수행 177

{장 번호 }장 : Appliance용량 확장 수행 185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 DR모델에서확장키트사용 186

Appliance Server에 Appliance확장선반연결 192

사용 가능한 모든 모델의 어플라이언스 인필드 확장 193

상자에 있는 품목 199

Appliance Server에 Appliance확장 선반을 연결하는 방법 202

Arcserve UDP데이터 저장소를 수정하는 방법 210

확장 선반에 Arcserve UDP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 경로 추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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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대상을 새 SSD로 마이그레이션 212

Arcserve UDP콘솔에서 데이터 저장소의 전체 용량 확인 213

Arcserve UDP콘솔에서 모든 계획 다시 시작 214

{장 번호 }장 :네트워크 구성 작업 215
네트워크구성세부정보이해 216

NIC팀프로세스를구성하는방법 221

DHCP서버를비활성화하는방법 223

사전설치된 Linux백업서버의 IP주소를구성하는방법 224

부하분산을위해 DNS서버에서라운드로빈을활성화하는방법 226

Appliance에서네트워크상태를확인하는방법 227

{장 번호 }장 :안전 주의 사항 이해 228
일반적인안전주의사항 229

전기안전주의사항 231

FCC규정준수 232

ESD주의사항 233

{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234
방법 1:전자메일을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235

방법 2:스크립트를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236

Arcserve Appliance에 Sophos Intercept X Advanced for Server수동설치 238

{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펌웨어 업
그레이드 243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BIOS펌웨어업그레이드 243

BIOS펌웨어 버전 보기 243

방법 1: iDRAC웹 인터페이스에서 BIOS펌웨어 버전 보기 243

방법 2: BIOS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서 BIOS펌웨어 버전 보기 244

BIOS용 업데이트된 패키지 다운로드 245

BIOS업그레이드 245

업데이트된 BIOS확인 246

시스템 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BIOS확인 246

iDRAC웹 인터페이스 또는 BIOS에서 업데이트된 BIOS확인 247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iDRAC펌웨어업그레이드 247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247

iDRAC웹 인터페이스에서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248

방법 2: BIOS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서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249

iDRAC용 업데이트된 패키지 다운로드 250

iDRAC업그레이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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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BIOS확인 251

시스템 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iDRAC확인 251

iDRAC웹 인터페이스 또는 BIOS에서 업데이트된 iDRAC확인 252

{장 번호 }장 :문제 해결 254
콘솔에서 Linux백업서버를연결하지못함 255

다른 Appliance에서 Arcserve Appliance를백업할때중복노드가보고됨 256

Linux백업서버가네트워크의노드와통신할수없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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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관리되는 RPS에복제"태스크에서원격콘솔을추가하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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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ppliance를모니터로사용하여 VSB태스크를수행할수없음 264

{장 번호 }장 :모범 사례 적용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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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설명서 정보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는 Arcserve Appliance의 사용 방법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rcserve Appliance에 대해 알아보려면 "소개 "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나머지 섹션에서는 Arcserve Appliance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언어지원 2

제품설명서 3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설명서 정보 1



언어 지원

언어 지원

설명서는 여러 로컬 언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

번역된 제품 (지역화된 제품이라고도 함 )에는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 ,온라인 도움말 및 기타 설명서가 로컬 언어로 지원되고 날짜 ,시간 ,
통화 및 숫자 형식에 대한 로컬 언어 기본 설정이 제공됩니다 .

이 릴리스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

영어

중국어 (간체 )

중국어 (번체 )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브라질 )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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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서

제품 설명서

Arcserve UDP관련 설명서를 모두 보려면 Arcserve설명서 링크를 클릭하
십시오 .

Arcserve UDP지식 센터는 다음 설명서로 구성됩니다 .

Arcserve UDP솔루션 가이드

중앙 관리 콘솔 환경에서 Arcserve UDP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솔루션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방법 ,보고서를 가져
오는 방법 , Arcserve High Availability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정보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콘솔 사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보호 계
획을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

Arcserve UDP릴리스 정보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의 주요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알려진
문제 ,설명서 관련 문제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Windows용 Arcserve UDP에이전트 사용자 가이드

Windows운영 체제에서 Arcserve UDP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 및 Windows노드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방법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Linux용 Arcserve UDP에이전트 사용자 가이드

Linux운영 체제에서 Arcserve UDP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구
성하는 방법 및 Linux노드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방법과 같은 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설명서 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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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소개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소개 6

안전주의사항 11

상자에있는품목 12

상자에없는품목 15

사용가능한모델 16

컨트롤및표시기 25

어플라이언스에사용되는포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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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Arcserve Appliance는 Assured Recovery™가 탑재된 가장 완벽하고 비용 효율
적인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각 Arcserve Appliance는 자체적
으로 "설정 후 자동 유지 관리 "되는 백업 및 복구 솔루션입니다 .클라우
드 네이티브 기능을 기초로 설계된 이 솔루션은 손쉬운 배포 및 사용과

전역 소스 기반의 중복 제거 기능 ,다중 사이트 복제 기능 ,테이프 지원
기능 및 자동화된 데이터 복구 기능 등과 결합합니다 . Arcserve Appliance
는 탁월한 운영 민첩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재해 복구 작업을 완전히

단순화합니다 .

Arcserve Appliance는 최신 하드웨어에 사전 설치된 업계 최고의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이 어플라이
언스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 현재 요구뿐만 아니라 향후 끊임없이 변화

하는 백업 ,보관 및 DR(재해 복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완벽한 통합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

다음 소프트웨어는 Arcserve Appliance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

Arcserve UDP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

Arcserve Backup

Arcserve Appliance는 하드웨어 보증으로 정의됩니다 .하드웨어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rcserve.com/arcserve-appliance-warranty를 방
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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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

Arcserve UDP소프트웨어는 복잡한 IT환경을 보호하는 종합 솔루션입니
다 .이 솔루션은 Windows, Linux, VMware ESX서버나 Microsoft Hyper-V서버
의 가상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합니

다 .로컬 컴퓨터 또는 복구 지점 서버에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
복구 지점 서버는 여러 소스의 백업이 저장된 중앙 서버입니다 .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

십시오 .

Arcserve UDP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를 복구 지점 서버의 중복 제거 /비 중복 제거 데이터 저장소
에 백업

Arcserve Backup(어플라이언스에도 포함됨 )과의 통합을 통해 복구 지
점을 테이프에 백업

백업 데이터에서 Virtual Standby컴퓨터 만들기

백업 데이터를 복구 지점 서버 및 원격 복구 지점 서버에 복제

백업 데이터 복원 및 BMR(베어메탈 복구 )수행

선택한 데이터 백업 파일을 보조 백업 위치에 복사

사용자 환경의 중요 서버에 대한 Arcserve Full System HA(High
Availability)구성 및 관리

Arcserve UDP는 복구 지점으로 저장된 백업 데이터를 한 서버에서 다른
복구 지점 서버로 복제합니다 .원본 노드가 실패하면 대기 컴퓨터 역할
을 할 수 있는 백업 데이터에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
기 가상 컴퓨터는 복구 지점을 VMware ESX또는 Microsoft Hyper-V가상 컴
퓨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만들어집니다 .

Arcserve UDP솔루션은 Arcserve High Availability와의 통합을 제공합니다 .
Arcserve High Availability에서 시나리오를 만든 후에는 시나리오를 관리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대상 컴퓨터 추가 또는 삭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UDP솔루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소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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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는 Linux운영 체제를 위한
디스크 기반 백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

다 .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는 블록 수준에서 노
드의 변경 사항을 추적한 후 변경된 블록만 증분하여 백업합니다 .따라
서 백업을 자주 수행하여 각 증분 백업의 크기와 백업 기간을 줄이고

최신 백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는 단일 백업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복원하고 BMR
(베어메탈 복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백업 정보는 백
업 소스 노드에서 NFS(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공유 또는 CIFS(일반 인터
넷 파일 시스템 )공유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최신 버전의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는 어플라이
언스 내의 가상 컴퓨터에 사전 설치됩니다 .이 가상 컴퓨터가 Linux백
업 서버로 사용됩니다 . Linux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는
Arcserve Appliance의 기본 설치 경로에 설치됩니다 .

콘솔을 열면 Linux백업 서버가 이미 콘솔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 Linux백
업 서버의 기본 호스트 이름은 Linux-BackupSvr입니다 .그러나 콘솔에서
Linux백업 서버는 포트 8018구성으로 Appliance의 호스트 이름을 사용합
니다 . Linux백업 서버는 포트 방향을 통해 NAT뒤에서 작동합니다 . Linux
백업 서버는 포트 8018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데이터를 교환
하고 전송합니다 .

참고 :백업 계획을 만들고 Linux컴퓨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Arcserve UDP에이전트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Linux백업 서버는 다음과 같은 기본 로그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 이름 – root

암호 – Arcserve

참고 :기본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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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rcserve Backup

Arcserve Backup은 유형이 다른 환경의 비즈니스 요구를 해결하는 고성
능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유연한 백업 및 복원 성능 ,
쉬운 관리 ,광범위한 장치 호환성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저장소 요
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호 전략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저장소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통해 고급 구성을 지원하며 ,모든 수준의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사
용자가 광범위한 에이전트 및 옵션을 배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

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

Arcserve Backup은 분산 환경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기능과 바이
러스 방지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옵션과 에이전트는
엔터프라이즈 전체에 데이터 보호를 적용하고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

터 파일의 온라인 핫 백업 및 복원 ,고급 장치 및 미디어 관리 ,재해 복
구 등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

Arcserve Appliance는 테이프에 백업을 수행하기 위해 Arcserve Backup과 통
합됩니다 . Arcserve Backup은 InstallASBU.bat를 실행한 후 컴퓨터의
"C:\Program Files (x86)\Arcserve"에 설치됩니다 . Arcserve Appliance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Arcserve UDP의 대상을 테이프에 백업할 수 있습
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
조하십시오 .

Arcserve웹 사이트에서 Arcserve Backup전체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
여 다른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Backup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rcserve Backup서버는 다음과 같은 기본 로그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 이름 - caroot

암호 - Arcserve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소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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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rcserve RHA

Arcserve RHA(Replication and High Availability)는 비동기 실시간 복제 및 자
동화된 응용 프로그램 스위치 오버 /스위치 백을 기반으로 Windows서
버의 가상 환경에 비용 효율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는 솔루션

입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Arcserve RHA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로컬 또는 원격 서버에 복제할 수 있
으므로 서버가 중단되거나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

구할 수 있습니다 . High Availability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사용자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복제 서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 RHA는 Appliance에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Arcserve
RHA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stall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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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

안전 주의 사항

안전을 위해 Arcserve Appliance를 개봉 ,연결 ,설치 ,전원 켜기 또는 작동
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고 따르십시오 .안전 주의 사항을 준
수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장비의 손상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안전 주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 주의 사항 부록을 참조하십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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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있는 품목

상자에 있는 품목

이 섹션에서는 다음 Appliance시리즈 상자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 설명
합니다 .

8000시리즈

9000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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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있는 품목

Appliance 8000시리즈 상자에 포함된 품목

상자에 포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cserve Appliance(일련 번호 레이블이 어플라이언스 후면에 있음 )

전원 케이블 : 1

네트워크 케이블 :빨간색 1개 ,파란색 1개 (각각 91.44 cm)

IPMI포트 케이블 : 1개 (213.36 cm)

다음이 포함된 레일 /랙 탑재 키트

빠른 설치 외부 레일 2개

내부 레일 연장선 2개

레일 어댑터 3개 (표준 레일 탑재용 )

기타 관련 하드웨어 (필요한 경우 )

Arcserve면판

Microsoft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

참고 :어플라이언스 배송 상자를 검사하여 누락된 품목이 없는지 그리
고 눈에 보이는 손상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누락되거나 손상된
품목이 있으면 모든 포장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Arcserve지원에 문의하
십시오 .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소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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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있는 품목

Appliance 9000시리즈 상자에 포함된 품목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는 상자가 두 개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
는 9012, 9024, 9048용이고 다른 하나는 9072DR - 9504DR용입니다 .두 상자
에 포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12, 9024, 9048액세서리 상자에는 다음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베젤 ,1U Box, CUS 14G베젤 어셈블리 , LCD, AR, (380-7406)

ARCSERVE용 QUICK START GUIDE, ARCSERVE APPLIANCE용 READ ME FIRST
설명서 한 장

ARCSERVE DELL R440용 HARDWARE INSTALLATION GUIDE

케이블 : FLEXBOOT, CAT6,네트워크 , 3FT,빨간색

케이블 : FLEXBOOT, CAT6,네트워크 , 3FT,파란색

케이블 : FLEXBOOT, CAT6,네트워크 , 7FT,검은색

Dell Safety, Environment, Regulatory책자

US전원 코드 (2x)

참고 :어플라이언스 배송 상자를 검사하여 누락된 품목이 없는지 그리
고 눈에 보이는 손상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누락되거나 손상된
품목이 있으면 모든 포장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Arcserve지원에 문의하
십시오 .

9072DR - 9504DR액세서리 상자에는 랙 레일 키트와 함께 다음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베젤 , 2U Box, CUS 14G베젤 어셈블리 , LCD, AR, (380-7405)

ARCSERVE용 QUICK START GUIDE, ARCSERVE APPLIANCE용 READ ME FIRST
설명서 한 장

ARCSERVE DELL R740용 HARDWARE INSTALLATION GUIDE

케이블 : FLEXBOOT, CAT6,네트워크 , 3FT,빨간색

케이블 : FLEXBOOT, CAT6,네트워크 , 3FT,파란색

케이블 : FLEXBOOT, CAT6,네트워크 , 7FT,검은색

케이블 어셈블리 : MINI-SAS,외부 , SFF-8088 ~ SFF-8644, 1M

Dell Safety, Environment, Regulatory책자

US전원 코드 (2x)

14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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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없는 품목

상자에 없는 품목

다음 품목은 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플라이언스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키보드

외부 저장 장치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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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사용 가능한 모델

Arcserve Appliance 7000시리즈 , 8000시리즈 및 9000시리즈는 고객의 특
정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모델로 제공됩니다 .

모델 7100 - 7300v

모델 7400 - 7600v

모델 8100 - 8400

모델 9012 - 9504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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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모델 7100 - 7300v

Arcserve Appliance모델 7100 - 7300v

Arcserve Appliance 7000시리즈 사양

Appliance
모델

7100 7200 7200V 7300 7300V

백업 저장소 용량

원시 저장

소 용량*
3 TB 6 TB 6 TB 9 TB 9 TB

사용 가능

한 백업 용

량**
2.8 TB 5.8 TB 5.8 TB 8.8 TB 8.8 TB

보호된 (소
스 데이터 )
용량***

최대 8 TB 최대 17 TB 최대 17 TB 최대 26 TB 최대 26 TB

표준 기능

관리 콘솔 통합 ,전역 중복 제거 ,블록 수준 무한 증분 백업 ,압축 ,암호
화 , WAN최적화 복제 ,고급 가상화 지원 ,에이전트 없는 백업 ,원격
Virtual Standby,테이프 지원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 ,세분화된 복원 ,
보고 및 대시보드 통합

Appliance
Virtual
Standby

N/A N/A
최대 3개
VM

N/A
최대 3개
VM

보증 및 기술 사양

전체 시스

템 디포 보

증 기간

3년

크기

(H xW x D인
치 )

1.7" x 17.2" x 25.6"(1U - 19"랙탑재레일제공)

원격 관리

및 네트워

크 인터페

이스 포트

1 x IPMI, 2 x 1 GbE(RJ45)

하드 디스

크 유형 및

RAID구성

4 x 1 TB SAS

(RAID 5)

4 x 2 TB SAS

(RAID 5)

4 x 2 TB SAS

(RAID 5)

4 x 3 TB SAS

(RAID 5)

4 x 3 TB SAS

(RAID 5)

외부 테이

프 백업 연
1 x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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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결 (SAS,
SATA, FC)
총 시스템

RAM
16 GB 16 GB 32 GB 32 GB 48 GB

SSD드라이
브

(중복 제거
해시 테이

블의 경우 )

120 GB SSD 120 GB SSD 120 GB SSD 240 GB SSD 240 GB SSD

최대 무게

(lb)
41 lb

전원 공급

장치

(단일 또는
중복 )

1 x 600W

전력 소모

량

(와트 -유
휴/로드/시
작 )

93/116/143 122/164/143 125/167/145 125/167/145 129/188/152

AC전압 및
주파수 범

위

100 - 240v

정격 전류 최대 7.5암페어
*1 TB = 1,000,000,000,000바이트

** "V"모델의 경우 백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Virtual Standby VM의
크기만큼 감소합니다 .

***예상 용량 (일반적인 3:1중복 제거 및 압축 비율로 가정 ).실제 백업
용량은 데이터 유형 ,백업 유형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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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모델 7400 - 7600v

Arcserve Appliance모델 7400 - 7600v

Arcserve Appliance 7000시리즈 사양

Appliance
모델

7400 7400V 7500 7500V 7600 7600V

백업 저장소 용량

원시 저장소

용량*
16 TB 16 TB 20 TB 20 TB 30 TB 30 TB

사용 가능한

백업 용량**
15.8 TB 15.8 TB 19.8 TB 19.8 TB 29.8 TB 29.8 TB

보호된 (소스
데이터 )용
량***

최대 46 TB 최대 46 TB 최대 58 TB 최대 58 TB 최대 90 TB 최대 90 TB

표준 기능

관리 콘솔 통합 ,전역 중복 제거 ,블록 수준 무한 증분 백업 ,압축 ,암호화 , WAN최
적화 복제 ,고급 가상화 지원 ,에이전트 없는 백업 ,원격 Virtual Standby,테이프 지
원 ,응용 프로그램 일치 백업 ,세분화된 복원 ,보고 및 대시보드 통합
Appliance
Virtual
Standby

N/A 최대 6개 VM N/A
최대 9개
VM

N/A
최대 12개
VM

보증 및 기술 사양

전체 시스템

디포 보증 기

간

3년

크기

(H xW x D인
치 )

3.5" x 17.2" x 25.6"(2U - 19"랙탑재레일제공)

원격 관리 및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포

트

1 x IPMI, 2 x 1 GbE(RJ45)및 4 x 1GbE(RJ45). 2 x 10Gb(선택사항)

하드 디스크

유형 및 RAID
구성

10 x 2 TB
SAS

(RAID 6)

10 x 2 TB SAS

(RAID 6)

12 x 2 TB
SAS

(RAID 6)

12 x 2 TB
SAS

(RAID 6)

12 x 3 TB
SAS

(RAID 6)

12 x 3 TB
SAS

(RAID 6)
외부 테이프

백업 연결

(SAS, SATA,
FC)

1 x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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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총 시스템

RAM
64 GB 96 GB 64 GB 96 GB 128 GB 192 GB

SSD드라이
브

(중복 제거
해시 테이블

의 경우 )

240 GB SSD 240 GB SSD 480 GB SSD 480 GB SSD 480 GB SSD 480 GB SSD

최대 무게 (lb) 52 lb
전원 공급 장

치

(단일 또는
중복 )

2 x 920w

전력 소모량

(와트 -유휴/
로드/시작 )

208/257/

358

208/257/

358

208/257/

358

208/257/

358

240/296/

369

240/296/

369

AC전압 및
주파수 범위

100 - 240v

정격 전류 최대 11암페어
*1 TB = 1,000,000,000,000바이트

** "V"모델의 경우 백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Virtual Standby VM의 크기만큼
감소합니다 .

***예상 용량 (일반적인 3:1중복 제거 및 압축 비율로 가정 ).실제 백업 용량은 데
이터 유형 ,백업 유형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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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모델 8100 - 8400

Arcserve Appliance모델 8100 - 8400

Arcserve Appliance 8000시리즈 사양
Applianc-
e모델

UDP 8100 UDP 8200
UDP
8300

UDP
8400

소스 백

업*
12 TB ~ 18 TB 24 TB ~ 36TB

48 TB
~128
TB

96 TB ~
240 TB

시스템

RAM
32 GB 32 GB 64 GB 128 GB

최대

RAM**
64 GB/96 GB/160 GB

96
GB/128
GB/192

GB

160
GB/192
GB/256

GB
SSD드라
이브

120 GB SSD 200 GB SSD
480 GB
SSD

1.2 TB
SSD

프로세

서

E5-2609 V4, 8코어 , 1.7
GHZ

E5-2620 V4, 8코어 , 2.1
GHZ

E5-
2640
V4, 10
코어 ,
2.4
GHZ

E5-
2650
V4, 12
코어 ,
2.2
GHZ

RAID카
드

9361-4i 9361-8i

RAID구
성

RAID 5(BBU있음 )
RAID 6(BBU있

음 )
드라이

브 베이
4 12

드라이

브

3x 2 TB SAS 12G

4x 2 TB SAS 12G

3x 4 TB SAS 12G

4x 4 TB SAS 12G

6x 4 TB
SAS
12G

7x 4 TB
SAS
12G

8x 4 TB
SAS
12G

6x 8TB
SAS
12G

7x 8 TB
SAS
12G

8x 8 TB
SAS
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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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9x 4 TB
SAS
12G

10x 4
TB SAS
12G

11x 4
TB SAS
12G

12x 4
TB SAS
12G

9x 8 TB
SAS
12G

10x 8
TB SAS
12G

11x 8
TB SAS
12G

12x 8
TB SAS
12G

DIMM/최
대 DIMM

4x 8 GB DDR4-2400/8

4x 16
GB

DDR4-
2400/8

4x 32
GB

DDR4-
2400/8

카드 LSI SAS9200-8E

전원 공

급 장치
2x 500W AC Platinum(핫 스왑 중복 )

2 x 920W AC
전원 공급 ,
Platinum레벨
(핫 스왑 중
복 ,고효율
성 )

*예상 용량 (일반적인 3:1중복 제거 및 압축 비율로 가정 ).실제 백업 용
량은 데이터 유형 ,백업 유형 ,백업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
다 .

**Arcserve Appliance에는 어플라이언스에서 Virtual Standby/인스턴트 VM
복구를 호스트하기 위해 추가 RAM이 있습니다 . VM메모리 할당은 게스
트 OS작업 부하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Arcserve는 고객의 요
구에 따라 표준 어플라이언스 구성에 RAM을 추가하는 옵션을 제공합
니다 .

모델 9012 - 9504DR

Arcserve Appliance모델 9012 - 9504DR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 사양
Applianc-
e모델

901-
2

902-
4

904-
8

9072D-
R

9096D-
R

9144D-
R

9192D-
R

9240D-
R

9288D-
R

9360D-
R

9504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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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사용 가

능한 용

량

4
TB

8
TB

16
TB

24 TB 32 TB 48 TB 64 TB 80 TB 96 TB
120
TB

168 TB

소스 백

업

12
TB

24
TB

48
TB

72 TB 96 TB
144
TB

192
TB

240
TB

288
TB

360
TB

504 TB

시스템

RAM
6 x 8 GB(48

GB)
12 x 16 GB(192 GB)

12 x 32
GB(384
GB)

최대

RAM/DIM-
M

176 GB/10
DIMM

576 GB/24 DIMM
768

GB/24
DIMM

SSD드라
이브

480 GB SSD 2 x 1.9 TB SSD(RAID1)

프로세

서

Intel Xeon
Silver 4108,
8코어 , 1.8

GHz

Intel Xeon Silver 4114, 10코어 , 2.2 GHz

프로세

서 수
1 2

RAID카
드

PERC H730P
저급 프로

필 ,어댑터 ,
2 GB NV캐
시

PERC H730P, MiniCard, 2 GB NV캐시

RAID구
성

RAID-5 RAID-6

드라이

브 베이
4 16

확장 키

트
없음 11 10 8 6 4 6 4 없음

RAID 2 없음 6

드라이

브

3 x
2
TB

3 x
4
TB

3 x
8
TB

5 x 8
TB

6 x 8
TB

8 x 8
TB

10 x 8
TB

12 x 8
TB

10 x
12 TB

12 x
12 TB

16 x 12
TB

기본

PCIe카
드

온보드

Broadcom
5720듀얼
포트 1Gb

LOM

Broadcom 5720 QP 1Gb네트워크 부속 카드
SAS 12Gbps HBA외부 컨트롤러

Broadco-
m 5720
QP 1Gb
SAS

12Gbps
HBA외
부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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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델

얼 포

트 10G
Base-T
Copper

PCIe카
드 (공장
옵션 )

SAS 12Gbps
HBA외부
컨트롤러

Broadcom
5719쿼드
포트 1G NIC

듀얼 포트

10G Copper

듀얼 포트

10G SFP+

듀얼 포트

FC 16G HBA

듀얼 포트 10G Copper

듀얼 포트 10G SFP+

듀얼 포트 FC 16G HBA

듀얼

포트

10G
SFP+

듀얼

포트 FC
16G
HBA

전원 공

급 장치

이중 ,핫 플
러그 ,중복
전원 공급

장치 (1+1),
550 W

이중 ,핫 플러그 ,중복 전원 공급 장치 (1+1), 750 W

iDRAC
Enterpri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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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컨트롤 및 표시기

Arcserve Appliance의 전면 패널 ,후면 패널 및 각 드라이브 캐리어에 몇
가지 컨트롤과 표시기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과 표
시기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어플라이언스와 구성 요소

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면 패널 7100 - 7300v

전면 패널 7400 - 7600v

전면 패널 8100 - 8200

전면 패널 8300 - 8400

전면 패널 9012 - 9048

전면 패널 9072DR - 9504DR

후면 패널 7100 - 7300v

후면 패널 7400 - 7600v

후면 패널 8100 - 8200

후면 패널 8300 - 8400

후면 패널 9012 - 9048

후면 패널 9072DR - 9504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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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전면 패널 7100 - 7300v

Arcserve Appliance의 전면 패널에는 컨트롤 패널 단추 ,컨트롤 패널 LED
및 드라이브 캐리어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
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번호 컨트롤/표시기 설명

1 전원 단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어플라이언스 구성 요소에

공급하는 전원을 켜고 끄는 데 사용됩니다 .전원
을 끄면 주 전원이 꺼지지만 대기 전원은 계속

공급됩니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
2 재설정 단추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

3 전원 LED

진한 녹색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가 작동 중일 때 이

LED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

4 장치 활동 LED
깜박이는 황색 :하나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

5
NIC1(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카드 ) LED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1(ETH0포트 )의 네트워
크 활동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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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6
NIC2(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카드 ) LED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2(ETH1포트 )의 네트워
크 활동을 나타냅니다 .

7 정보 LED

빨간색이 계속 켜져 있음 :과열 상태가 발생했
습니다 .케이블 정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빠르게 깜박이는 빨간색(1초):팬 오류 .팬이 작
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느리게 깜박이는 빨간색(4초):전원 오류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진한 파란색 :로컬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랙 환경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

습니다 .

깜박이는 파란색 :원격 UID가 활성화되었습니
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8
UID(장치 식별자 )단
추

어플라이언스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의 범용 정

보 LED(파란색 )를 켜거나 끄는 데 사용됩니다 .

파란색 LED가 켜지면 랙에서 어플라이언스를 쉽
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면 또는 후면 ).

9
HDD(하드 드라이브 )
LED

깜박이는 녹색 :해당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
니다 .

10
HDD(하드 드라이브 )
LED

*진한 빨간색 :해당 하드 드라이브의 오류를 나
타냅니다 .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 하
나에 오류가 발생해도 나머지 드라이브가 즉시

작동하여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어플라이언

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
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방

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

하여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

11
HDD(하드 드라이브 )
래치

하드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12
SSD(반도체 드라이
브 ) LED

*진한 빨간색 :드라이브 오류를 나타냅니다 .

13
SSD(반도체 드라이
브 ) LED

진한 녹색 :드라이브 활동을 나타냅니다 .

깜박이는 녹색 :드라이브에 액세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14
SSD(반도체 드라이
브 )래치

SSD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진한 빨간색 또는 깜박이는 빨간색 표시등은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
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Arcserve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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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전면 패널 7400 - 7600v

Arcserve Appliance의 전면 패널에는 컨트롤 패널 단추 ,컨트롤 패널 LED및 드라이
브 캐리어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번

호

컨트

롤/표
시기

설명

1
전원 단

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어플라이언스 구성 요소에 공급하는 전원을 켜

고 끄는 데 사용됩니다 .전원을 끄면 주 전원이 꺼지지만 대기 전원
은 계속 공급됩니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
하려면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

아야 합니다 .

2
재설정

단추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

3
전원

LED

진한 녹색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
을 나타냅니다 .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가 작동 중일 때 이 LED가 켜져 있어야 합
니다 .

4
장치 활

동 LED
깜박이는 황색 :하나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

5
NIC1(네
트워크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1(ETH0포트 )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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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인터페

이스 카

드 ) LED

6

NIC2(네
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

드 ) LED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2(ETH1포트 )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냅니
다 .

7
정보

LED

빨간색이 계속 켜져 있음 :과열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케이블 정체
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빠르게 깜박이는 빨간색(1초):팬 오류 .팬이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
하십시오 .

*느리게 깜박이는 빨간색(4초):전원 오류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하
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진한 파란색 :로컬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랙
환경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깜박이는 파란색 :원격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
여 원격 위치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8 정전 전원 공급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

9

HDD(하
드 드라

이브 )
LED

깜박이는 녹색 :해당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

10

HDD(하
드 드라

이브 )
LED

*진한 빨간색 :해당 하드 드라이브의 오류를 나타냅니다 .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 하나에 오류가 발생해
도 나머지 드라이브가 즉시 작동하여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어플

라이언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드 드

라이브를 교체하여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

11

HDD(하
드 드라

이브 )
래치

하드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진한 빨간색 또는 깜박이는 빨간색 표시등은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
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Arcserve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소개 29

http://www.arcserve.com/support


컨트롤 및 표시기

전면 패널 8100 - 8200

Arcserve Appliance 8100 - 8200의 전면 패널에는 컨트롤 패널 단추 ,컨트롤
패널 LED및 드라이브 캐리어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컨트

롤/표
시기

설명

I/O전원
단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어플라이언스 구성 요소에 공급하는 전원을 켜고

끄는 데 사용됩니다 .전원을 끄면 주 전원이 꺼지지만 대기 전원은 계속
공급됩니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유
지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

재설정

단추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전원

LED

진한 녹색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가 작동 중일 때 이 LED가 켜져 있어야 합니
다 .

HDD LED 깜박이는 황색 :하나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
NIC1(네
트워크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1(ETH0포트 )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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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인터페

이스 카

드 ) LED
NIC2(네
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

드 ) LED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2(ETH1포트 )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냅니다 .

정보

LED

빨간색이 계속 켜져 있음 :과열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 :케이블 정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빠르게 깜박이는 빨간색(1초):팬 오류 .팬이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
십시오 .

*느리게 깜박이는 빨간색(4초):전원 오류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진한 파란색 :로컬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랙 환
경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깜박이는 파란색 :원격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UID(장
치 식별

자 )단추

어플라이언스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의 범용 정보 LED(파란색 )를 켜거
나 끄는 데 사용됩니다 .

파란색 LED가 켜지면 랙에서 어플라이언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
면 또는 후면 ).

HDD(하
드 드라

이브 )
LED

깜박이는 녹색 :해당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

HDD(하
드 드라

이브 )
LED

*진한 빨간색 :해당 하드 드라이브의 오류를 나타냅니다 .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 하나에 오류가 발생해도
나머지 드라이브가 즉시 작동하여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어플라이

언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
브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여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DD(하
드 드라

이브 )래
치

하드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SSD(반
도체 드

라이브 )
LED

*진한 빨간색 :드라이브 오류를 나타냅니다 .

SSD(반
도체 드

진한 녹색 :드라이브 활동을 나타냅니다 .

깜박이는 녹색 :드라이브에 액세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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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
LED
SSD(반
도체 드

라이브 )
래치

SSD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진한 빨간색 또는 깜박이는 빨간색 표시등은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
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Arcserve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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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전면 패널 8300 - 8400

Arcserve Appliance 8300 - 8400의 전면 패널에는 컨트롤 패널 단추 ,컨트롤
패널 LED및 드라이브 캐리어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컨트

롤/표
시기

설명

전원 단

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어플라이언스 구성 요소에 공급하는 전원을 켜고

끄는 데 사용됩니다 .전원을 끄면 주 전원이 꺼지지만 대기 전원은 계속
공급됩니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유
지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

재설정

단추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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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전원

LED

진한 녹색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가 작동 중일 때 이 LED가 켜져 있어야 합니
다 .

NIC1(네
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

드 ) LED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1(ETH0포트 )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냅니다 .

NIC2(네
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

드 ) LED

깜박이는 황색 :네트워크 2(ETH1포트 )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냅니다 .

정보

LED

빨간색이 계속 켜져 있음 :과열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케이블 정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빠르게 깜박이는 빨간색(1초):팬 오류 .팬이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
십시오 .

*느리게 깜박이는 빨간색(4초):전원 오류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진한 파란색 :로컬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랙 환
경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깜박이는 파란색 :원격 UI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원 오

류 LED
전원 공급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

HDD(하
드 드라

이브 )
LED

깜박이는 녹색 :해당 드라이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

HDD(하
드 드라

이브 )
LED

*진한 빨간색 :해당 하드 드라이브의 오류를 나타냅니다 .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 하나에 오류가 발생해도
나머지 드라이브가 즉시 작동하여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어플라이

언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
브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여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DD(하
드 드라

이브 )래
치

하드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진한 빨간색 또는 깜박이는 빨간색 표시등은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
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Arcserve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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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전면 패널 9012 - 9048

Arcserve Appliance의 전면 패널에는 컨트롤 패널 단추 ,컨트롤 패널 LED
및 드라이브 캐리어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
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번

호
컨트롤/표시기 아이콘 설명

1 왼쪽 컨트롤 패널 없음

시스템 상태 ,시스템 ID,상태 LED및 iDRAC
Quick Sync 2(무선 )표시기를 포함합니다 .

참고 : iDRAC Quick Sync 2표시기는 특정 구성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 상태 LED:장애가 발생한 하드웨어 구
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대 5
개의 상태 LED와 전체 시스템 상태
LED(섀시 상태 및 시스템 ID)모음이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하십시오 .

l Quick Sync 2(무선):빠른 동기화 지원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빠른 동기화
기능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모바일 장치로 시스템을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스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드

웨어 또는 펌웨어 인벤토리와 다양한

시스템 수준 진단 및 오류 정보를 모

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하십시오 .

2 드라이브 슬롯 없음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3
광 드라이브 (선택 사
항 )

없음
(선택 사항 )하나의 Slim SATA DVD-ROM드라
이브 또는 DVD+/-RW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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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4 VGA포트
디스플레이 장치를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
오 .

5 USB포트 (선택 사항 ) 이 USB포트는 USB 2.0규격입니다 .

6 오른쪽 컨트롤 패널 없음
전원 단추 , USB포트 , iDRAC Direct Micro포트
및 iDRAC Direct상태 LED를 포함합니다 .

7 정보 태그 없음

정보 태그는 서비스 태그 , NIC, MAC주소 등
과 같은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슬라이드

아웃 레이블 패널입니다 . iDRAC에 대한 보
안 기본 액세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보 태

그에 iDRAC보안 기본 암호도 포함됩니다 .

전면 패널 9072DR - 9504DR

Arcserve Appliance의 전면 패널에는 컨트롤 패널 단추 ,컨트롤 패널 LED
및 드라이브 캐리어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
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번호 컨트롤/표시기 아이콘 설명

1 왼쪽 컨트롤 패널 없음

시스템 상태 ,시스템 ID,상태
LED및 iDRAC Quick Sync 2(무선 -
선택 사항 )를 포함합니다 .

2 드라이브 슬롯 없음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드라이브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3 오른쪽 컨트롤 패널 없음

전원 단추 , VGA포트 , iDRAC Direct
Micro USB포트 및 USB 2.0포트
두 개를 포함합니다 .

4 정보 태그 없음

정보 태그는 서비스 태그 , NIC,
MAC주소 등과 같은 시스템 정
보를 포함하는 슬라이드 아웃

레이블 패널입니다 . iDRA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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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 기본 액세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보 태그에 iDRAC보
안 기본 암호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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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후면 패널 7100 - 7300v

후면 패널에는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연결 및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번

호

컨트

롤/표
시기

이름

설명

1
전원

공급

장치

어플라이언스에 고효율 전원 공급을 제공합니다 .

참고 :주 전원 스위치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어플라이언스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추로 어플라이언스 전원
을 끄면 주 전원이 차단되지만 대기 전원은 계속 공급됩니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

2

IPMI포
트 (원
격 관

리 )

IPMI(지능형 플랫폼 관리 인터페이스 )포트는 온도 ,전압 ,팬 ,전원 공
급 및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서버의 물리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참고 : IPMI액세스를 위한 기본 사용자 이름/암호는 ADMIN/ARCADMIN
(대/소문자 구분 )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
니다 . IPMI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MI암호를
변경하는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3

외부

저장

장치

포트

(SAS포
트 -테
이프

드라이

브 )

외부 저장 장치 (하드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등 )를 어플라이언스
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휴대용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하
면 백업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4
일련

번호

레이블

어플라이언스에 할당된 고유 일련 번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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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1
직렬

포트

마우스와 같은 직렬 장치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포트입니다 (필요한 경우 ).

6
USB 2.0
(검은
색 )

USB 2.0유형 장치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7
USB 3.0
(파란
색 )

USB 3.0유형 장치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8

네트워

크 데

이터

I/O포
트 1

어플라이언스에서 또는 어플라이언스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하

는 데 사용됩니다 . (ETH0 -네트워크 1)

9

네트워

크 데

이터

I/O포
트 2

어플라이언스에서 또는 어플라이언스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하

는 데 사용됩니다 . (ETH1 -네트워크 2)

10
VGA커
넥터

모니터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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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7400 - 7600v

후면 패널에는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연결 및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번

호

컨트롤/
표시기

이름

설명

1
이중 전원

공급 장치

어플라이언스에 고효율 전원 공급을 제공합니다 .

참고 :주 전원 스위치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어플라이언스에 전원
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중 전원 공급 장치를 사
용하면 하나에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습니다 .

이 단추로 어플라이언스 전원을 끄면 주 전원이 차단되지만 대기

전원은 계속 공급됩니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서 전원을 완전
히 차단하려면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케이블의 플

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

2
IPMI포트
(원격 관
리 )

IPMI(지능형 플랫폼 관리 인터페이스 )포트는 온도 ,전압 ,팬 ,전원
공급 및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서버의 물리적 상태를 모니터링하

는 데 사용됩니다 .

참고 : IPMI액세스를 위한 기본 사용자 이름/암호는
ADMIN/ARCADMIN(대/소문자 구분 )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IPMI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PMI암호를변경하는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3

외부 저장

장치 포트

(SAS포트
-테이프
드라이

브 )

외부 저장 장치 (하드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등 )를 어플라이
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휴대용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하면 백업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쉽

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4 일련 번호 어플라이언스에 할당된 고유 일련 번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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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5
COM1직
렬 포트

마우스와 같은 직렬 장치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

는 통신 포트입니다 (필요한 경우 ).

6
USB 2.0(검
은색 )

USB 2.0유형 장치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7
USB 3.0(파
란색 )

USB 3.0유형 장치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8
네트워크

데이터

I/O포트 1

어플라이언스에서 또는 어플라이언스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

하는 데 사용됩니다 . (ETH0 -네트워크 1)

9
네트워크

데이터

I/O포트 2

어플라이언스에서 또는 어플라이언스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

하는 데 사용됩니다 . (ETH1 -네트워크 2)

10
VGA커넥
터

모니터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

11

외부 저장

장치 포트

(테이프
자동 로

더/라이
브러리 )

LSI SAS
9212 - 4i4e

외부 저장 장치 (테이프 자동 로더/라이브러리 )를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휴대용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하
면 백업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쉽게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 포트는 운영 체제에 LSI Adapter SAS2 2008 Falcon으로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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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8100 - 8200

후면 패널에는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연결 및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번

호
컨트롤/표시기 이름

1 전원 공급 모듈 1

2 AC전원 입력 장치 1
3 전원 공급 장치 2
4 AC전원 입력 장치 2
5 COM 포트
6 IPMI포트 (원격 관리 )

7 저급 프로필 PCI확장 슬롯
8 PCI확장 슬롯
9 전원 양호 LED 1
10 전원 공급 장치 잠금 1
11 전원 양호 LED 2
12 전원 공급 장치 잠금 2
13 USB 2.0포트 1(검은색 )
14 USB 2.0포트 2(검은색 )
15 USB 3.0포트 3(파란색 )
16 USB 3.0포트 4(파란색 )
17 네트워크 데이터 I/O포트 1(ETH0 -네트워크 1)

18 네트워크 데이터 I/O포트 2(ETH1 -네트워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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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VGA포트

20
외부 저장 장치 포트

(SAS포트 -테이프 드라이브 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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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8300 - 8400

후면 패널에는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연결 및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번

호
컨트롤/표시기 이름

1 전원 공급 모듈 1잠금

2 전원 공급 모듈 1전원 양호 LED
3 전원 공급 모듈 1 AC콘센트
4 전원 공급 모듈 1팬
5 후면 SSD(선택 사항 )
6 IPMI포트 (원격 관리 )

7 외부 SAS HBA포트
8 절반 길이 PCI확장 슬롯
9 내부 RAID컨트롤러
10 전체 길이 PCI확장 슬롯
11 전원 공급 모듈 2잠금

12 전원 공급 모듈 2전원 양호 LED
13 전원 공급 모듈 2 AC콘센트
14 전원 공급 모듈 2팬
15 COM포트
16 USB포트 1(2세대 )
17 USB포트 2(2세대 )
18 USB포트 3(3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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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USB포트 4(3세대 )
20 ETH0(네트워크 1)

21 ETH1(네트워크 2)
22 VGA포트 (모니터 )
23 UID LED

후면 패널 9012 - 9048

Arcserve Appliance의 후면 패널에는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 ,케
이블 연결 및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에 대
해 설명합니다 .

번호 컨트롤/표시기
아이

콘
설명

1 직렬 포트

직렬 포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직렬 장

치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2
iDRAC9전용 네트워
크 포트

iDRAC9전용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여
별도의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내장된

iDRAC에 안전하게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3 이더넷 포트 (2)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LAN
(Local Area Network)을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4
전체 높이 라이저 슬

롯

카드 슬롯을 사용하여 전체 높이 PCIe확
장 카드를 전체 높이 라이저에 연결합니

다 .

5 PSU(전원 공급 장치 )
PSU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6 PSU(전원 공급 장치 )
PSU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7 LOM라이저 포트 (2)
PSU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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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8 USB 3.0포트 (2)
USB 3.0포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USB장
치를 연결합니다 .이 포트는 USB 3.0규격
의 4핀입니다 .

9 VGA포트
VGA포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디스플레
이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10 CMA전원 포트
CMA(Cable Management Arm)전원 포트를
사용하여 CMA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11 시스템 ID단추

시스템 ID단추를 눌러 다음을 수행합니
다 .

l 랙 내에서 특정 시스템을 찾습니

다 .

l 시스템 ID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
다 .

iDRAC를 재설정하려면 단추를 약 15초 동
안 길게 누릅니다 .

참고 :

l 시스템 ID를 사용하여 iDRAC를 재설
정하려면 iDRAC설정에서 시스템 ID
단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

l POST중에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ID단추를 5초 이상 길
게 누르면 BIOS진행 모드로 전환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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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9072DR - 9504DR

Arcserve Appliance의 후면 패널에는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공급 장치 ,케
이블 연결 및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항목에 대
해 설명합니다 .

번호 컨트롤/표시기 아이콘 설명

1
전체 높이 PCIe확장
카드 슬롯 (3)

없음

PCIe확장 카드 슬롯 (라이저 1)은 전체
높이 PCIe확장 카드를 최대 3개까지 시
스템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
크를 참조하십시오 .

2
절반 높이 PCIe확장
카드 슬롯

없음

PCIe확장 카드 슬롯 (라이저 2)은 절반
높이 PCIe확장 카드 하나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
조하십시오 .

3 후면 핸들 없음

PCIe확장 카드 슬롯 6에 설치된 PCIe카
드의 외부 케이블 연결을 위해 후면 핸

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4
전체 높이 PCIe확장
카드 슬롯 (2)

없음

PCIe확장 카드 슬롯 (라이저 2)은 전체
높이 PCIe확장 카드를 최대 2개까지 시
스템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
크를 참조하십시오 .

5
전체 높이 PCIe확장
카드 슬롯 (2)

없음

PCIe확장 카드 슬롯 (라이저 3)은 전체
높이 PCIe확장 카드를 최대 2개까지 시
스템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
크를 참조하십시오 .

6 전원 공급 장치 (2) 없음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7 NIC포트
NDC(네트워크 부속 카드 )에 통합된 NIC
포트는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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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표시기

지원되는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8 USB포트 (2)
이 USB포트는 3.0규격의 9핀입니다 .이
러한 포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USB장
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9 VGA포트
디스플레이 장치를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
조하십시오 .

10 직렬 포트

직렬 장치를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
시오 .

11 iDRAC9전용 포트
원격으로 iDRA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
오 .

12 시스템 ID단추

시스템 ID단추는 시스템의 전면과 후
면에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시스
템 ID단추를 켜고 랙에서 시스템을 식
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ID단추
를 사용하여 iDRAC를 재설정하고 단계
별 모드로 BIOS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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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언스에 사용되는 포트

어플라이언스에 사용되는 포트

다음 항목에서는 Arcserve UDP, Arcserve Backup및 Linux용 Appliance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포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Arcserve UDP

Arcserve Backup

Linux용 Appliance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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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Microsoft Windows에 설치된 구성 요소

Linux에 설치된 구성 요소

UDP Linux에서 원격으로 보호하는 프로덕션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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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에 설치된 구성 요소

LAN환경에서 백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

트 #

포

트

유

형

개시

자
수신 프로세스 설명

1433
TC-
P

Remote
Java

sqlsrvr.exe

Arcserve
UDP콘솔
과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

이스가 서

로 다른 컴

퓨터에 있

는 경우에

사용할 기

본 통신 포

트를 지정

합니다 .

참고 : SQL
서버를 설

치할 때 기

본 통신 포

트를 수정

할 수 있습

니다 .

4090
TC-
P

Arcserv-
e UDP
에이전

트

HATransServer.exe

프록시 모

드에서

Virtual
Standby태
스크의 데

이터를 전

송합니다 .

5000-
5060

TC-
P

Arcserv-
e UDP
서버

GDDServer.exe

Arcserve
UDP RPS
GDD(전역
중복 제

거 )데이
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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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사용하도

록 예약됩

니다 .하
나의

Arcserve
UDP GDD
데이터 저

장소는 현

재 사용 중

이 아닌 포

트 (5000으
로 시작 )
를 3개 사
용합니다 .
이는 GDD
가 포함된

데이터 저

장소를 백

업에 사용

할 수 있거

나 복원 태

스크가 사

용되는 경

우에 필요

합니다 .

6052
TC-
P

Arcserv-
e
Backup
GDB

CA.ARCserve.CommunicationFoundation.
WindowsService.exe

Arcserve
UDP콘솔
과 Arcserve
Backup전
역 대시보

드 주 서버

가 데이터

를 동기화

할 수 있는

통신입니

다 .

6054
TC-
P

Arcserv-
e
Backup

CA.ARCserve.CommunicationFoundation.WindowsService.-
exe

Arcserve
UDP콘솔
과 Arcserve
Backup주
서버가 데

이터를 동

기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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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통신

입니다 .

8006

Arcserve
UDP콘솔
에 사용되

는 Tomcat
을 종료합

니다 .

8014
TC-
P

Arcserv-
e UDP
콘솔

Tomcat7.exe

원격 관리

콘솔과

Arcserve
UDP서버
사이의 기

본

HTTP/HTTP-
S통신 포
트를 지정

합니다 .

원격 관리

콘솔과

Arcserve
UDP에이
전트 사이

의 기본

HTTP/HTTP-
S통신 포
트를 지정

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구성
요소를 설

치할 때 기

본 통신 포

트를 수정

할 수 있습

니다 .

8014
TC-
P

Arcserv-
e UDP
서버

httpd.exe

Arcserve
UDP서버
와 Arcserve
UDP콘솔
사이의 기

본

{장 번호}장: Arcserve Appliance소개 53



어플라이언스에 사용되는 포트

HTTP/HTTP-
S통신 포
트를 지정

합니다 .

*기본 공
유 포트 및

Arcserve
UDP서버
를 복제 대

상으로 사

용할 때만

열어야 하

는 포트를

지정합니

다 .전역
중복 제거

가 활성화

된 데이터

저장소에

사용되는

5000 ~ 5060
포트는 열

지 마십시

오 .

참고 :
Arcserve
UDP구성
요소를 설

치할 때 기

본 통신 포

트를 수정

할 수 있습

니다 .

8015
TC-
P

Arcserv-
e UDP
콘솔

Tomcat7.exe

원격 관리

콘솔과

Arcserve
UDP서버
사이의 기

본

HTTP/HTTP-
S통신 포
트를 지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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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관리

콘솔과

Arcserve
UDP에이
전트 사이

의 기본

HTTP/HTTP-
S통신 포
트를 지정

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구성
요소를 설

치할 때 기

본 통신 포

트를 수정

할 수 있습

니다 .

8016
TC-
P

Arcserv-
e UDP
서버

Tomcat7.exe

Arcserve
UDP서버
웹 서비스

가 동일한

서버의

Arcserve
UDP RPS포
트 공유 서

비스와 통

신하기 위

해 예약됩

니다 .

참고 :포
트를 사용

자 지정할

수 없으며

방화벽 설

정에서 무

시할 수 있

습니다 .

1800-
5

CA.ARCserve.CommunicationFoundation.

WindowsService.exe

Arcserve
UDP서버
또는 에이

전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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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Tomcat을
종료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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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에 설치되는 구성 요소

LAN환경에서 백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트

#
포트 유형 개시자 수신 프로세스 설명

22 TCP
SSH서
비스

Arcserve UDP Linux타사
종속성입니다 . SSH서
비스의 기본값을 지정

합니다 .그러나 이 포트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포트는 들어오는 통

신 및 나가는 통신에 필

요합니다 .

67 UDP
Arcserve
UDP
Linux

bootpd

PXE부팅 서버에 사용됩
니다 .사용자가 PXE부
팅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이 포트는 들어오는 통

신에 필요합니다 .

참고 :포트 번호를 사용
자 지정할 수 없습니다 .

69 UDP
Arcserve
UDP
Linux

tffpd

PXE부팅 서버에 사용됩
니다 .사용자가 PXE부
팅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이 포트는 들어오는 통

신에 필요합니다 .

참고 :포트 번호를 사용
자 지정할 수 없습니다 .

8014 TCP
Arcserve
UDP
Linux

Java

원격 콘솔과 Linux용
Arcserve UDP에이전트
사이의 기본 HTTP/HTTPS
통신 포트를 지정합니

다 .이 포트는 들어오는
통신 및 나가는 통신에

필요합니다 .

18005 TCP
Arcserve
UDP
Linux

Java
Tomcat에 사용되며 방
화벽 설정에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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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 Linux에서 원격으로 보호하는 노드

LAN환경에서 백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

트

#

포

트

유

형

개

시

자

수신

프로

세스

설명

22
SSH
서비

스

Arcserve UDP Linux타사 종속성입니다 . SSH서비스의 기본값
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들어오는 통신 및 나가는 통신에 필요합니다 .

*복제 작업을 위해 포트 공유가 지원됩니다 .여러 포트의 모든 데이터를 포트
8014(Arcserve UDP서버의 기본 포트이며 설치 중에 수정할 수 있음 )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WAN을 통해 두 복구 지점 서버 간에 복제 작업이 실행될 때 포트 8014
만 열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원격 복제의 경우 로컬 복구 지점 서버가 할당된 복구 계획을 가져오

려면 원격 관리자가 포트 8014(데이터 복제용 )및 포트 8015(Arcserve UDP콘솔의 기
본 포트이며 설치 중에 수정할 수 있음 )를 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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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

LAN환경에서 백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

트 #
포트

유형
개시자 수신 프로세스 설명

135 TCP
Microsoft포트
매퍼

445 TCP 명명된 파이프를 통한 MSRPC

6050
TCP/UD-
P

CASUniversalAgen-
t

Univagent.exe
Arcserve범용
에이전트

6502 TCP
Arcserve
Communication
Foundation

CA.ARCserve.CommunicationFoundatio-
n.
WindowsService.exe

Arcserve
Communicatio-
n Foundation

6502 TCP CASTapeEngine Tapeng.exe
Arcserve테이
프 엔진

6503 TCP CASJobEngine Jobengine.exe
Arcserve작업
엔진

6504 TCP CASDBEngine DBEng.exe
Arcserve데이
터베이스 엔

진

7854 TCP CASportmapper Catirpc.exe
Arcserve포트
매퍼

4152-
3

TCP CASDiscovery casdscsvc.exe
Arcserve검색
서비스

4152-
4

UDP CASDiscovery casdscsvc.exe
Arcserve검색
서비스

9000
-
9500

TCP
동적 포트를 사용하는 다른 Arcserve
MS RPC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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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용 어플라이언스 지원

LAN환경에서 백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트

#

포

트

유

형

개

시

자

수신

프로

세스

설명

8017 TCP
NAT 포트 리디렉션 -다른 Linux노드를 Amazon S3에 백
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스의 8017을 Linux백업 서버
로 리디렉션합니다 .

8018 TCP
NAT포트 리디렉션 -어플라이언스의 8018을 Linux백
업 서버 에이전트 포트 8014로 리디렉션합니다 .

8019 TCP
NAT포트 리디렉션 -어플라이언스의 8019를 Linux백
업 서버 SSH포트 22로 리디렉션합니다 .

8021 TCP
NAT 포트 리디렉션 - 8021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Linux
노드를 백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스의 8021을 Linux
백업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

8036 TCP
NAT포트 리디렉션 -어플라이언스의 8036을 Linux백
업 서버 포트 8036으로 리디렉션합니다 .

50000 TCP
NAT 포트 리디렉션 - 50000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Linux노드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
스의 50000을 Linux백업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

50001 TCP
NAT 포트 리디렉션 - 50001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Linux노드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
스의 50001을 Linux백업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

50002 TCP
NAT 포트 리디렉션 - 50002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Linux노드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
스의 50002를 Linux백업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

50003 TCP
NAT 포트 리디렉션 - 50003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Linux노드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
스의 50003을 Linux백업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

50004 TCP
NAT 포트 리디렉션 - 50004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Linux노드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위해 어플라이언
스의 50004를 Linux백업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

60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어플라이언스에 사용되는 포트

CentOS 6.6 x64방화벽에 포트를 추가하는 방법

Linux백업 서버가 사전 설치된 Arcserve Appliance를 v6.5업데이트 2로 업
그레이드한 후에는 CentOS 6.6 x64방화벽이 있는 Linux에 일부 포트를 수
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다음 경로로 이동하십시오 .

vi /etc/sysconfig/iptables

2. iptables파일에서 아래에 굵게 표시된 행을 수동으로 추가합니
다 (파일에 없는 경우 ).

# Firewall configuration written by system-config-firewall

# Manual customization of this file is not recommended.

*filter

:INPUT ACCEPT [0:0]

:FORWARD ACCEPT [0:0]

:OUTPUT ACCEPT [0:0]

-A INPUT -p tcp -m tcp --dport 22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67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69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8014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8016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8017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8021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8035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8036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50000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50001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50002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50003 -j ACCEPT

-A INPUT -p tcp -m tcp --dport 50004 -j ACCEPT

-A INPUT -m state --state ESTABLISHED,RELATED -j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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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p icmp -j ACCEPT

-A INPUT -i lo -j ACCEPT

-A INPUT -m state --state NEW -m tcp -p tcp --dport 22 -j ACCEPT

-A INPUT -j REJECT --reject-with icmp-host-prohibited

-A FORWARD -j REJECT --reject-with icmp-host-prohibited

COMMIT

3. iptables파일을 저장합니다 .

4.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iptables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etc/init.d/iptables restart

CentOS 6.6 x64방화벽에 포트를 추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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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설치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 Backup 18.0을설치하는방법 64

8100 - 8200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6

8300 - 8400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7

9012 - 9048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7

9072 - 9504DR시리즈 Appliance를설치하는방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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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Backup 18.0을 설치하는 방법

Arcserve Backup 18.0은 어플라이언스에 사전 설치되지 않습니다 .바탕
화면에 있는 "InstallASBU.bat"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rcserve Backup 18.0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바탕 화면에서 InstallASBU.bat를 찾아 시작합니다 .

참고 :영어가 아닌 Windows시스템에서 .bat파일을 시작하는 경우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 Arcserve Backup 18.0을 설치할 언어를 선
택하거나 2단계로 이동하십시오 .

2.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Arcserve Backup 18.0설치를 시작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Arcserve Backup아이콘이 바탕 화면에 추가됩니다 .이
제 다음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 Backup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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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 = caroot

암호 = Arc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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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 8200시리즈 Appliance를 설치하는 방법

어플라이언스는 제한된 곳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된 담당자만 초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전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ance Installation of 8100-
8200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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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 8400시리즈 Appliance를 설치하는 방법

어플라이언스는 제한된 곳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된 담당자만 초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전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ance Installation of 8300-
8400을 참조하십시오 .

9012 - 9048시리즈 Appliance를 설치하는 방법

어플라이언스는 제한된 곳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된 담당자만 초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전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ance Installation of 9012-
9048을 참조하십시오 .

9072 - 9504DR시리즈 Appliance를 설치하는 방법

어플라이언스는 제한된 곳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된 담당자만 초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전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ance Installation of 9072-
9504DR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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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ppliance에서 Arcserve UDP업그레
이드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후라이선스를적용하는방법 69

Arcserve Appliance의업그레이드시퀀스 70

UDP콘솔 , RPS및에이전트의업그레이드순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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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Arcserve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Arcserve UDP를 7.0로 업그레이드하거나 Arcserve Backup을 18.0로 업그레
이드한 후에는 Arcserve Appliance의 원래 라이선스 키가 작동하지 않습
니다 .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 7.0및 Arcserve Backup 18.0에 대한 새
라이선스 키를 얻으려면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Arcserve UDP의 라이선스 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Product Licensing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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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의 업그레이드 시퀀스

Arcserve Appliance 5.0에서 Arcserve UDP v7.0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다음
시퀀스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업그레이드

Arcserve콘솔 및 RPS로 사용되는 Arcserve Appliance업그레이드

Arcserve UDP RPS로 사용되는 Arcserve Appliance업그레이드

여러 Arcserve Appliance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업그레이드 단계

Arcserve Appliance의 Arcserve UDP Linux에이전트 업그레이드

Arcserve Appliance의 Arcserve Backup업그레이드

UDP콘솔 , RPS및 에이전트의 업그레이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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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콘솔 및 RPS로 사용되는 Arcserve
Appliance업그레이드

이 Arcserve Appliance를 업그레이드한 후 설명된 업그레이드 시퀀스에
따라 환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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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RPS로 사용되는 Arcserve Appliance
업그레이드

전체 프로덕션 환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그레이드
시퀀스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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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Arcserve Appliance가 환경에서 사용되
는 경우 업그레이드 단계

전체 제품 환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그레이드 시
퀀스를 참조하십시오 .

업그레이드 후 Arcserve UDP콘솔에서 Appliance를 RPS로 추가할 때 아
래와 같은 경고가 표시되면 문제 해결 섹션의 다른 Appliance에서
Arcserve Appliance를 백업할 때 중복 노드가 보고됨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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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UDP Linux Agent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Linux백업 서버 환경을 관리하는 Arcserve UDP Console을 업그레이드합
니다 .

2. Arcserve Appliance에서 Linux백업 서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 Agent for Linux온라인 도움말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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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Backup업그레이
드

Arcserve Appliance에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려면 Arcserve Backup
Implement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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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콘솔 , RPS및 에이전트의 업그레이드 순서

업그레이드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지원 정책

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을 업그레이드합니다 .

2. Arcserve UDP RPS(DR사이트 )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3. Arcserve UDP RPS(데이터 센터 )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4. Arcserve UDP Agentless Proxy및 데이터 센터의 일부 에이전트를 업그
레이드합니다 .

5. Arcserve UDP RPS(원격 사이트 )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6. Arcserve UDP Agentless Proxy및 원격 사이트의 일부 에이전트를 업그
레이드합니다 .

참고 :각 원격 위치에 대해 5단계와 6단계를 반복하십시오 .

7. Arcserve UDP Virtual Standby모니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참고 :역방향 복제 지원 정책에 따라 항상 소스 RPS보다 대상 RPS를 먼
저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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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

Arcserve Appliance를 관리하려면 먼저 어플라이언스를 네트워크에 추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플라이언스에 호스트 이름을 할당한 후
네트워크 포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어플라이언스의 전원을 켜면 Microsoft사용 조건에 대한 설정 화
면이 열립니다 .사용 약관을 읽고 동의하십시오 .

UDP사용권 계약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2. 사용권 계약을 읽고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Arcserve Appliance구성 도구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

3.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호스트 이름

어플라이언스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할당하면
네트워크에서 어플라이언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도메인에 이 Arcserve Appliance추가

어플라이언스를 네트워크의 도메인 멤버로 추가하려면 이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표시되는 "도메인 ", "사용
자 이름 "및 "암호 "필드에 값을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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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 호스트 이름을 적용하려면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를 지금 다시 부팅하거나 네트워크 설정을 구
성한 후 다시 부팅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를 다
시 부팅한 후 URL - https://<hostname>:8015를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서 어플라이언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4. 저장을 클릭합니다 .

다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Arcserve UDP는 네트워크의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검색합니다 .일부 연결이 할당되지 않은 경
우 연결 세부 정보를 수동으로 편집하고 지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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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연결을 편집하려면 네트워크 연결 상자에서 편집을 클
릭합니다 .

네트워크 연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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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에 따라 IP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 값을 수정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참고 :원하는 경우 호스트 이름 ,도메인 ,날짜 및 시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7.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어플라이언스 재부팅을 클릭하여 어플
라이언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어플라이언스가 새 호스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
후 "로그인 "화면이 열립니다 .

8.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Enter키를 클릭합니다 .

"Arcserve Appliance구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

9. 어플라이언스 구성 화면이 다시 열리면 마법사 시작을 클릭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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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를 설정하는 방법

어플라이언스가 새 호스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면 Unified Data
Protection마법사가 열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백업을 예약하는
기본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획을 통해 보호할 노드를 정의하고
백업 실행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백업 대상은 Appliance Server입니
다 .

참고 : Arcserve Appliance구성 마법사의 모든 단계는 선택 사항이므로 건
너뛰고 UDP콘솔을 바로 열어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먼저 Unified Data Protection마법사가 열리고 Arcserve Appliance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UDP콘솔을 독립 실행형 인스턴스로 관리
하거나 다른 UDP콘솔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콘솔
관리 기능은 UDP콘솔을 여러 개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

2. 어플라이언스를 로컬로 관리할지 (기본값 )아니면 다른 UDP콘솔
에서 관리할지 선택합니다 .어플라이언스를 다른 UDP콘솔에서
관리하는 경우 UDP콘솔 URL,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지정합니다 .

3. 다음을 클릭합니다 .

데이터 저장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어플라이언
스의 물리적 저장 영역이며 백업이 저장되는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Arcserve UDP는 <hostname>_data_store라는 데이터 저장소
를 만듭니다 .이 데이터 저장소는 중복 제거 및 암호화가 활성화되
어 있습니다 .중복 제거 및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UDP솔루션 가이드에서 데이터 중복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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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 저장소가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암호화된 암호를 지정
해야 합니다 .

4. 이 데이터 저장소의 암호화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5.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전자 메일 및 경고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경고를 보내는 데 사용할
전자 메일 서버와 경고를 받을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작업 ,실패한 작업 또는 둘 다에 대한 경고를 받도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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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및 경고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서비스

Google Mail, Yahoo Mail, Live Mail,기타 등 전자 메일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

전자 메일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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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서버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 Server
전자 메일의 경우 smtp.gmail.com을 지정합니다 .

포트

전자 메일 서버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

인증 필요

전자 메일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필요
한 경우 인증에 사용할 계정 이름과 암호를 지정합니다 .

제목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전자 메일의 제목을 지정합니다 .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의 전자 메일 ID를 지정합니다 .받는 사람은 이 사
람이 보내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

받는 사람

경고를 받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세미콜론 (";")을 사용하여
여러 받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옵션

통신 채널에 사용할 암호화 방법을 지정합니다 .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연결

프록시 서버를 통해 메일 서버에 연결하는 경우 프록시 서버

사용자 이름과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또한 프록시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합니다 .

테스트 전자 메일 보내기

받는 사람에게 테스트 메일을 보냅니다 .테스트 메일을 보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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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격 RPS에 복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9. 어플라이언스를 원격으로 관리되는 RPS(복구 지점 서버 )에 복제하
려면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원격으로 관리되는 RPS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UDP솔루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Arcserve UDP콘솔 URL

원격 Arcserve UDP콘솔의 URL을 지정합니다 .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원격 콘솔에 연결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합니다 .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연결

원격 콘솔이 프록시 서버 뒤에 있는 경우 프록시 서버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10. 어플라이언스를 원격으로 관리되는 RPS에 복제하지 않으려면 어
플라이언스는 원격에서 관리되는 RPS에 복제하지 않습니다 .옵션
을 선택합니다 .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

계획 수립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보호할 노드 및 백업 일정을 지정
하는 기본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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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마법사를 사용하여 기본 계획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음 단계
를 수행하십시오 .

a. 플랜 작성을 생략을 클릭합니다 .

다음 단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b. 완료를 클릭하여 UDP콘솔을 열고 계획을 만듭니다 .

12.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하여 계획을 만듭니다 .

계획 이름

계획 이름을 지정합니다 .계획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이름 "Protection Plan <n>"이 할당됩니다 .

세션 암호

세션 암호를 지정합니다 .세션 암호는 중요하며 데이터를 복
원할 때 필요합니다 .

노드를 계획에 어떻게 추가하시겠습니까?

계획에 노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호스트 이름 /IP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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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주소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노
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만큼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ctive Directory에서 노드 검색

Active Directory에 있는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Active Directory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노드를 검색한 후 노
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vCenter/ESX서버에서 가져오기

ESX또는 vCenter서버에서 가상 컴퓨터 노드를 가져오는 방
법입니다 .이 옵션은 제공된 호스트 이름 또는 IP주소에서
검색된 모든 가상 컴퓨터를 나열합니다 .

Hyper-V서버에서 가져오기

Microsoft Hyper-V서버에서 가상 컴퓨터 노드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을 선택한 후 각 대화 상자에서 세부 정보를 지정합

니다 .

13. 노드가 계획에 추가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

백업 스케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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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일정을 입력합니다 .

Arcserve UDP에이전트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일정 :에이전트
가 설치되지 않은 소스 노드에 최신 버전의 Arcserve UDP에이
전트가 설치됩니다 .이전 에이전트 설치는 최신 버전으로 업
그레이드됩니다 .

증분 백업 일정 :전체 백업이 처음으로 수행된 후 증분 백업
이 수행됩니다 .

참고 :백업 시간이 설치 /업그레이드 시간 이전으로 예약되
면 백업 일정이 자동으로 다음 날로 예약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설치를 금요일 오후 9시로 예약하고 백업을 오후 8
시로 예약하면 토요일 오후 8시에 백업이 수행됩니다 .

플랜 만들기 취소 :새로 만든 계획을 취소하려면 플랜 만들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

15. 다음을 클릭합니다 .

계획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16. 대화 상자에서 계획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드
의 편집 "또는 "일정 편집 "을 클릭하여 노드나 일정을 편집하고 ,계
획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노드의 편집

보호할 소스 노드를 수정합니다 .

일정 편집

백업 일정을 수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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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를 설정하는 방법

17. 계획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다음 단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제 Arcserve UDP콘솔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보호할 노드를 더 추가하고 Virtual Standby같은 기능으로 계획을 사
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복구 지점 서버와 데이터 저장소를 포함하
여 대상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8. 완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끝내고 Arcserve UDP콘솔을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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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를 게이트웨이로 구성

Arcserve Appliance를 게이트웨이로 구성

Arcserve Appliance를 게이트웨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UDP콘솔을 제거합니다 .

2. Arcserve UDP콘솔에서 리소스 탭을 클릭합니다 .

3. Arcserve UDP콘솔의 왼쪽 창에서 인프라로 이동하여 사이트를 클
릭합니다 .

4. 사이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

5. 사이트 추가 마법사의 지침에 따라 Arcserve Appliance에 Arcserve UDP
Remote Management Gateway를 설치합니다 .

참고 : Arcserve Appliance에 Arcserve UDP Remote Management Gateway를
설치한 후 Arcserve Appliance마법사에서 마법사 시작을 클릭하면
Arcserve UDP콘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Arcserve UDP 콘솔에 액세스
하려면  Arcserve UDP콘솔의 URL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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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작업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여 Windows, Linux및 가상 컴퓨터에 대한 백업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프 장치에 데이터를 쓰고 Virtual Standby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ppliance에서 Arcserve제품정품인증 93

Arcserve Appliance마법사를사용하여계획만들기 94

계획에노드추가 95

Linux노드에대한백업계획만들기 105

테이프장치에백업하는계획만들기 106

Appliance Virtual Standby계획만들기 107

Linux백업서버를백업하는계획만들기 108

로컬 Appliance Hyper-V에 Linux인스턴트 VM작업을수행하도록설정 112

ConsoleMigration.exe를사용하여 Arcserve UDP콘솔마이그레이션 113

사전설치된 Linux백업서버를 CentOS 7.4로마이그레이션 115

Arcserve Appliance간의마이그레이션수행 117

사전설치된 Linux백업서버의입력소스수정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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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에서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Appliance에서 Arcserve제품 정품 인증

Appliance에서 Arcserve제품 정품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Product Licensing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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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마법사를 사용하여 계획 만들기

Arcserve Appliance마법사를 사용하여 계획 만들
기

계획은 백업할 노드와 백업 일정 등을 정의하는 단계의 모음입니다 .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여 기본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 Arcserve마
법사를 사용한 계획 만들기는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

1. 보호할 노드를 추가합니다 .

Windows노드나 vCenter/ESX또는 Hyper-V서버의 가상 컴퓨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2. 백업 일정을 정의합니다 .

3. 계획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

기본 계획 외에도 Arcserve UDP를 사용하여 UDP콘솔에서 복합 계획을
만들고 다양한 매개 변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UDP콘솔에서 복합 계
획을 만들려면 Arcserve UDP솔루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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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계획에 노드 추가

다양한 노드를 보호하는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드를 보호하려면
계획에 노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 Arcserve Appliance마법사에서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드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노드 IP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

(호스트 이름 /IP주소 노드 추가 )

Active Directory에서 노드 검색

(Active Directory노드 추가 )

VMware ESX/vCenter서버에서 가상 컴퓨터 노드 가져오기

(vCenter/ESX노드 추가 )

Microsoft Hyper-V서버에서 가상 컴퓨터 노드 가져오기

(Hyper-V노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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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호스트 이름/IP주소 노드 추가

IP주소 또는 주소의 호스트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노드를 계획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노드가 조금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만 한 번에 여러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Windows용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에이전트가 이러한 노드에 설치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호스트 이름/IP주소 노드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호스트 이름/IP주소

소스 노드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주소를 지정합니다 .

사용자 이름

관리자 권한이 있는 노드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

암호

사용자 암호를 지정합니다 .

설명

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설명을 지정합니다 .

플랜 만들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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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새로 만든 계획을 취소합니다 .

2.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 창에 노드가 추가됩니다 .노드를 더 추가하려면 단계를 반
복합니다 .추가한 모든 노드가 오른쪽 창에 나열됩니다 .

3. (선택 사항 )추가한 노드를 오른쪽 창의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노
드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

4. 다음을 클릭합니다 .

노드가 계획에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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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Active Directory노드 추가

Active Directory에 있는 노드를 추가하려면 Active Directory세부 정보를 제
공하여 노드를 검색한 후 노드를 계획에 추가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ctive Directory노드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
니다 .

사용자 이름

도메인과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형식으로 지정합니
다 .

암호

사용자 암호를 지정합니다 .

컴퓨터 이름 필터

노드 이름을 검색할 필터를 지정합니다 .

플랜 만들기 취소

새로 만든 계획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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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2.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검색된 노드가 표시됩니다 .

노드를 추가하려면 해당 노드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

3. 확인하려면 노드를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

자격 증명이 확인됩니다 .확인된 노드에는 녹색 확인 표시가 나타
납니다 .노드 확인이 실패하면 자격 증명을 다시 입력한 다음 적용
을 다시 클릭합니다 .

참고 :노드를 목록에 추가하려면 먼저 각 노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선택한 노드가 오른쪽 창에 추가됩니다 .

5. (선택 사항 )오른쪽 창에서 노드를 제거하려면 노드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

6. 다음을 클릭합니다 .

노드가 계획에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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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vCenter/ESX노드 추가

VMware vCenter/ESX서버에 가상 컴퓨터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노드를 추가하려면 vCenter/ESX서버에서 노드를 검색하고 가져와
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vCenter/ESX노드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vCenter/ESX서버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호스트 이름/IP주소

vCenter/ESX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주소를 지정합니다 .

포트

사용할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

프로토콜

사용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

사용자 이름

서버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

암호

사용자 암호를 지정합니다 .

플랜 만들기 취소

새로 만든 계획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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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2. 연결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호스트 이름이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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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3. 호스트 이름을 확장하여 노드를 표시합니다 .

4. 추가할 노드를 선택하고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선택한 노드가 오른쪽 창에 추가됩니다 .

5. (선택 사항 )오른쪽 창에서 노드를 제거하려면 노드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

6. 다음을 클릭합니다 .

노드가 계획에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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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Hyper-V노드 추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Microsoft Hyper-V서버에서 가상 컴퓨터 노드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Hyper-V노드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호스트 이름/IP주소

Hyper-V서버 이름 또는 IP주소를 지정합니다 . Hyper-V클러스터
에 있는 가상 컴퓨터를 가져오려면 클러스터 노드 이름 또는

Hyper-V호스트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

사용자 이름

관리자 권한이 있는 Hyper-V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

참고 : Hyper-V클러스터에는 클러스터의 관리 권한이 있는 도메
인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독립 실행형 Hyper-V호스트에는 도메
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암호

사용자 이름의 암호를 지정합니다 .

플랜 만들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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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노드 추가

새로 만든 계획을 취소합니다 .

2. 연결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호스트 이름이 표시됩니다 .호스트 이름을 확장하여 노드
를 표시합니다 .

3. (선택 사항 )필터 필드에 노드 이름을 입력하여 트리에서 노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4. 노드를 선택하고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선택한 노드가 오른쪽 창에 추가됩니다 .

5. (선택 사항 )오른쪽 창에서 노드를 제거하려면 노드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

6. 다음을 클릭합니다 .

노드가 계획에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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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노드에 대한 백업 계획 만들기

Linux노드에 대한 백업 계획 만들기

Arcserve Appliance콘솔에서 Linux노드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 Linux백업
서버는 이미 콘솔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Appliance콘솔을 엽니다 .

2. "리소스 ", "계획 ", "모든 계획 "을 클릭합니다 .

3. Linux백업 계획을 만듭니다 .

4. "소스 ", "대상 ", "일정 "및 "고급 "구성을 지정합니다 .

참고 :각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에서 How to
Create a Linux Backup Plan을 참조하십시오 .

5. 백업 계획을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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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장치에 백업하는 계획 만들기

테이프 장치에 백업하는 계획 만들기

Arcserve Appliance에는 테이프 장치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소스 데이터는 UDP백업 계획을 사용하여 데이터 저
장소에 저장한 복구 지점이고 대상은 테이프 장치입니다 .테이프에 백
업하는 작업을 관리하려면 Arcserve Backup Manager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다음 프로세스 개요에서는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여 테이프 장치에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1. Arcserve Appliance에 테이프 장치 연결

Arcserve Appliance의 후면 패널에는 테이프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테이프 장치를 연결하면 Arcserve Appliance가 자
동으로 테이프 장치를 식별합니다 .

2. Backup Manager를 사용하여 테이프 장치 구성

Backup Manager를 열고 Backup Manager에 테이프 장치를 추가합니
다 . Backup Manager는 Arcserve Backup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 Backup Manager에 테이프 장치를 추가한 후 장치를 구성합
니다 .

참고 :장치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Backup Administration Guide에서 Managing Devices and Media를
참조하십시오 .

3. UDP콘솔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백업 작업 완료

테이프 장치에 쓸 수 있는 백업이 최소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UDP콘솔을 사용하여 계획을 만들고 데이터
저장소에 백업합니다 .

참고 :여러 노드의 백업 계획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에서 Creating Plans to Protect Data를 참조하십시오 .

4. Backup Manager에서 테이프에 백업 작업 시작

Backup Manager를 열고 테이프 장치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소스 데이터는 UDP백업 계획의 대상이고 대상은 테이
프 장치입니다 .

참고 :테이프에 백업하는 계획을 만드는 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Backup Administration Guide에서 Backing Up and Recovering
D2D/UDP Data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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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Virtual Standby계획 만들기

Arcserve Appliance에는 Virtual Standby컴퓨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백업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Arcserve Appliance콘솔을 엽니다 .

3. 계획으로 이동하여 백업 계획을 수정합니다 .

4. Virtual Standby태스크를 추가합니다 .

5. 소스 ,대상 ,가상 컴퓨터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

참고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UDP솔루션 가이드에서
Virtual Standby계획을 만드는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6. 계획을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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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백업 서버를 백업하는 계획 만들기

Arcserve Appliance에서 백업할 Linux백업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에서 리소스 탭을 클릭합니다 .

2. 오른쪽 창에서 모든 노드를 클릭합니다 .

3. 가운데 창에서 노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

Arcserve UDP콘솔에 노드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4. 노드 추가 방법 드롭다운 목록에서 Linux노드 추가를 선택합니
다 .

5. 노드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

6. 저장을 클릭합니다 .

추가된 Linux노드가 모든 노드 목록에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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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계획으로 이동하여 에이전트 기반 Linux계획을 만듭니다 .

소스 탭이 나타납니다 .

8.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서 Arcserve UDP에서 보호할 노드 선택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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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노드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9. 추가된 Linux노드를 보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대상 탭이 나타납니다 .

10. 표시된 기본 대상은 Appliance마법사를 사용하여 만든 데이터 저
장소입니다 .필요한 경우 노드를 백업할 로컬 디스크 또는 공유
폴더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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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획과 관련된 설정을 지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추가된 Linux백업 서버에 대해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11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로컬 Appliance Hyper-V에 Linux인스턴트 VM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

로컬 Appliance Hyper-V에 Linux인스턴트 VM작
업을 수행하도록 설정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면 로컬 Appliance Hyper-V에서 Linux인스턴트
VM작업을 수행하도록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Hyper-V관리자를 엽니다 .

2. 새 외부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듭니다 .

3. PowerShell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1단계에서 DOS 명령줄을 사
용하여 새로 추가한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해 라우팅 및 원

격 액세스를 다시 구성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powershell .\Rebuild-VMSwitch.ps1

참고 :진행 중에 Linux백업 서버 Linux-BackupSvr가 다시 부팅됩니다 .

4. 로컬 Hyper-V에 대해 Linux인스턴트 VM작업을 수행하려면 새로
추가한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

이제 로컬 Appliance Hyper-V에 대한 Linux인스턴트 VM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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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Migration.exe를 사용하여 Arcserve UDP콘
솔 마이그레이션

Arcserve Appliance에서 ConsoleMigration.exe를 사용하여 Arcserve UDP콘솔
을 다른 Appliance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 v6.5업데
이트 2이후부터는 Arcserve UDP콘솔이 Appliance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에도 두 Arcserve UDP콘솔 간의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

BackupDB및 RecoverDB에 대해 ConsoleMigration.exe를 사용합니다 .다음 스
크린샷은 ConsoleMigration.exe의 사용을 보여 줍니다 .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이전 Arcserve UDP콘솔에서 Arcserve UDP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백
업을 수행합니다 .

DB_Migration폴더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

2. 새 Arcserve UDP콘솔에서 DB_Migration폴더를 다음 경로로 복사
합니다 .

<UDP_Home> \Management\BIN\Appliance\

3. 새 Arcserve UDP콘솔이 Arcserve Appliance인 경우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한 후 Appliance마법사를 사용하여
Appliance구성을 완료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콘솔이 Arcserve Appliance가 아닌 경우에는 이 단
계를 건너뜁니다 .

4. 새 Arcserve UDP콘솔에서 아래 화면에 언급된 단계를 수행하여
Arcserve UDP콘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복
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새 Arcserve UDP콘솔에 대해 노드가 업
데이트됩니다 .노드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 연결이 끊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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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Appliance\logs경로의
DisconnectedNodesInfo-<mm-dd-yyyy>.txt파일에 기록됩니다 .연결이
끊긴 노드를 새 Arcserve UDP콘솔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Arcserve UDP콘솔에 로컬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가 있는
경우 NewRegistrationText.txt파일의 단계에 따라 사이트를 다시 등
록하십시오 .

Arcserve Appliance콘솔에서 새 Arcserve UDP콘솔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완
료했습니다 .

이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 SQL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Arcserve UDP콘솔
에 대해 콘솔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완
료한 후에 동일한 원격 SQL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도록 마이그레이션
된 Arcserve UDP콘솔을 구성합니다 .

참고 : Arcserve UDP v6.5업데이트 4이후부터는 -force옵션이
ConsoleMigration.exe명령에 추가되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복구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대상 콘솔에 마이그레이션하도록 강제 적

용할 수 있습니다 .

1. 소스 콘솔이 SQL Server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고 대상 콘솔이
SQL Server Express Edition을 사용하는 두 콘솔 간에 콘솔 마이그레
이션을 수행하려는 경우 .이 경우 소스 UDP콘솔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4000MB입니다 .

2. 고급 버전의 SQL Server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콘솔에서 이전
버전의 SQL Server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콘솔로 콘솔 마이그
레이션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 : SQL Server 2016을 사용하는 콘솔
에서 SQL Server 2014를 사용하는 콘솔로 마이그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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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를 CentOS 7.4로 마
이그레이션

중요 ! Linux마이그레이션 도구는 Arcserve UDP v6.5업데이트 4이상의 버
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inux마이그레이션 도구 (Linux_migration.ps1)는 Arcserve UDP v6.5업데이
트 4의 새로운 기능이며 Arcserve Appliance의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
를 이전 버전의 CentOS(예 : CentOS 6.6)에서 CentOS 7.4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 로그인합니다 .

2. Arcserve Appliance의 이전 버전 Arcserve UDP및 Linux백업 서버를
Arcserve UDP v6.5업데이트 4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또한
Linux백업 서버의 Linux에이전트를 Arcserve UDP콘솔 버전과 비
슷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

3. 링크에서 Linux-BackupSvr.zip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다운로드의
MD5는 0A51C1020CB8EA569B9DCEAF7BF226E0)로컬 드라이브에 파
일을 풉니다 .예를 들어 X드라이브에 파일 압축을 풀면 경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4. PowerShell명령줄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디렉터리 경로
를 Linux_migration.ps1파일이 포함된 폴더로 변경합니다 .

cd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

5.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

Linux_migration.ps1 –path X:\Linux-BackupSvr

참고 : X:\Linux-BackupSvr는 Linux-BackupSvr.zip에 포함된 파일이 로컬
드라이브에 추출된 경로입니다 .

명령줄에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전 Linux백업 서버의 전원
이 꺼지고 이전 Linux백업 서버 이름이 Linux-BackupSvr-
CentOS<version number>-<hhmm>으로 수정됩니다 .새 Linux백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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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OS 7.4)가져오기가 완료되고 Hyper-V관리자에서 이름이 Linux-
BackupSvr로 수정됩니다 .

6. Arcserve UDP콘솔에서 Linux백업 서버를 업데이트합니다 .

Linux백업 서버를 CentOS 7.4로 마이그레이션하면 Arcserve Appliance
콘솔에서 Linux백업 계획 , Linux노드 및 Linux작업과 같은 모든
Linux백업 서버 설정이 마이그레이션되고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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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간의 마이그레이션 수행

이 항목에서는 사용자가 기존 Arcserve Appliance를 다른 새로운 Arcserve
Appliance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Arcserve Appliance 8200을 Arcserve Appliance 8400으로 마이그레
이션합니다 .다음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Appliance 8200과 Appliance 8400에 모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새 Appliance의 용량은 원래 Appliance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가 충분해야 합니다 .

Arcserve Appliance 8200에서 실행 중인 작업이 없는지 확인하십시
오 .

콘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soleMigration.exe를
사용하여 Arcserve UDP콘솔 마이그레이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Appliance를 새로운 Appliance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아래 나열된 두 가
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1

해결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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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1

BMR(베어메탈 복구 )

기존 Arcserve Appliance에서 다른 새로운 Arcserve Appliance로 BMR를 수행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새로운 Arcserve Appliance 8400에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고 Arcserve
Appliance 8200을 이 데이터 저장소에 백업합니다 .

참고 :다음 경고는 무시해도 됩니다 .

Arcserve UDP복구 지점 서버 데이터 저장소는 볼륨 X:, Y:에 설정됩
니다 .이 볼륨은 백업되지 않습니다 .

2. 백업 후 위의 단계에서 가져온 복구 지점을 사용하여 Appliance
8400에서 BMR를 수행하고 megasas.inf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선택
합니다 .

3. BMR후 시스템 프롬프트에 따라 Appliance 8400을 다시 시작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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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8400 Appliance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다시 빌드합니다 .

PowerShell을 사용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Rebuild-VMSwitch.ps1

119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Arcserve Appliance간의 마이그레이션 수행

5. 이제 다음 단계에 따라 8200 Appliance의 데이터를 8400 Appliance
에 복사하고 8400 Appliance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a.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 8200의
모든 UDP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
cmdutil.exe /stopall

b. Arcserve Appliance 8200에서 X및 Y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수
동으로 8400에 복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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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400 Appliance에서 모든 UDP서비스를 시작한 후 8200
Appliance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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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간의 마이그레이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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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간의 마이그레이션 수행

해결 방법 2

Arcserve Appliance마이그레이션

중요 !기존 Appliance가 Arcserve UDP콘솔과 Arcserve UDP RPS로 모두 작
동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구성 요소 :

Arcserve Appliance에서 실행 중인 작업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Arcserve UDP콘솔을 Arcserve Appliance 8200에서 8400으로 마이그레
이션했습니다 .

참고 : Arcserve UDP콘솔을 Appliance 8200에서 8400으로 마이그레이
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soleMigration.exe를 사용하
여 Arcserve UDP콘솔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 8200의 모든
Arcserve UDP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
cmdutil.exe /sto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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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간의 마이그레이션 수행

2. Arcserve Appliance 8200에서 X및 Y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수동
으로 8400에 복사합니다 .

3. 8400 Appliance에서 모든 Arcserve UDP서비스를 시작한 후 8200
Appliance에서 복사한 데이터 저장소를 가져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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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간의 마이그레이션 수행

참고 : Arcserve UDP로그 파일은 새로운 Appliance로 마이그레이션되
지 않습니다 .

기존 Arcserve Appliance를 다른 새로운 Arcserve Appliance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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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입력 소스 수정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입력 소스 수정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키보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Appliance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

2. 설정을 클릭합니다 .

3. 지역 및 언어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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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입력 소스 수정

4. +를 클릭하여 새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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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입력 소스 수정

5. 언어 및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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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입력 소스 수정

6. 추가를 클릭합니다 .

입력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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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ppliance Server원격 모니터링
Arcserve Appliance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IPMI작업 131

iDRAC작업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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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작업

IPMI작업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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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작업

IPMI암호를 변경하는 방법

IPMI암호를 변경하기 전에 BIOS설정 화면에 액세스하여 IP주소를 얻어
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

부팅 화면이 나타납니다 .

2. Delete키를 누릅니다 .

BIOS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

참고 :이동하려면 화살표 키를 사용하고 Enter키를 누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sc키를 누릅니다 .

3. 주 BIOS화면의 맨 위에 있는 IPMI탭을 선택합니다 .

참고 :기본적으로 구성 주소 소스는 DHCP로 설정됩니다 .

4. IP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서버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경
우에만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IPMI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

5. Station IP Address를 기록해 둡니다 .

6. 웹 브라우저에 스테이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

IPMI포트를 통해 원격 서버에 연결되면 IPMI로그인 화면이 표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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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작업

7.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기본값 : ADMIN

8. "Password"(암호 )필드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

기본값 : ARCADMIN

홈 페이지 (IPMI주 화면 )가 표시됩니다 .

9. 위쪽 표시줄에서 Configuration(구성 )옵션을 클릭합니다 .

"Configuration"(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

133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IPMI작업

10. "Configuration"(구성 )사이드바에서 Users(사용자 )옵션을 클릭합니
다 .

11. "Users"(사용자 )목록에서 "User: (ADMN)"(사용자 : (ADMN))을 선택합
니다 .

12. Modify User(사용자 수정 )를 클릭합니다 .

"Modify User"(사용자 수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

13. 사용자 이름 (ADMIN)을 입력합니다 .

14. Change Password(암호 변경 )옵션을 선택합니다 .

암호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

15. 새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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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작업

16. Modify(수정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

IPMI암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IPMI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Supermicro IPMI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조직의 요구 사항에 따라 IPMI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IPMI에 로그인하여 Maintenance(유지 관리 )탭으로 이동하고
Firmware Update(펌웨어 업데이트 )를 클릭합니다 .

"Firmware Update"(펌웨어 업데이트 )화면이 나타납니다 .

2. Enter Update Mode(업데이트 모드 시작 )를 클릭합니다 .

웹 페이지 팝업 창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3. 확인을 클릭합니다 .

BIOS & IPMI다운로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

4. IPMI모델의 수정 버전에 해당하는 .zip파일을 클릭합니다 .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Firmware Upload"(펌웨어 업로드 )화면이 나
타납니다 .

5. 다운로드한 .zip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

6. "Firmware Upload"(펌웨어 업로드 )화면의 Browse(찾아보기 )를 클
릭하고 압축을 푼 파일에서 .bin파일을 선택합니다 .

7. Upload Firmware(펌웨어 업로드 )를 클릭합니다 .

펌웨어 이미지가 업로드됩니다 .

8. Start Upgrade(업그레이드 시작 )를 클릭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IPMI를 다시 부팅합니다 .

"Summary"(요약 )화면에서 업그레이드된 펌웨어 버전을 볼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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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iDRAC작업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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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iDRAC모니터링 및 관리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 모델은 iDRAC9(Integrated Dell
Remote Access Controller 9)와 함께 설치됩니다 .서버 관리자는 iDRAC9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의 전체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iDRAC를 사용할 경우 관리자는 서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으
며 서버에 실제로 액세스할 필요 없이 원격 서버 관리를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거나 가상 콘솔을

시작하려면 iDRAC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iDRAC에 로그인 :

1.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iDRAC-IP-address>로 이동합니다 .

iDRAC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User Name(사용자 이름 ): root

Password(암호 ): ARCADMIN

3. Login(로그인 )을 클릭합니다 .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및 시스템 정보 관리 :

iDRAC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다음 시스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
니다 .

시스템 상태

시스템 속성

하드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센서 상태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치

사용자 세션 보기 및 종료

가상 콘솔 시작 :

1. https://<iDRAC-IP-address>에 로그인합니다 .

2.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Launch Virtual Console(가상 콘솔 시작 )을 클
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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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Virtual Console"(가상 콘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Virtual Console Viewer"(가상 콘솔 뷰어 )에 원격 시스템 바탕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격 시스템을 제어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
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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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iDRAC의 IP주소 찾기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 모델은 기본적으로 iDRAC
(Integrated Dell Remote Access Controller)에 DHCP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iDRAC에 액세스하려면 이더넷 케이블을 iDRAC9전용 네트워
크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 모델
의 후면 패널 및 iDRAC9전용 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면
패널 9012 - 9048과 후면 패널 9072DR - 9504DR를 참조하십시오 .

iDRAC9사용을 위한 9012 - 9048모델의 후면 패널 보기

iDRAC9사용을 위한 9072DR - 9504DR모델의 후면 패널 보기

어플라이언스에서 iDRAC의 IP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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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1. Arcserve Appliance를 시작하는 동안 iDRAC IP를 기록해 둡니다 .

2.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iDRAC-IP-address>로 이동합니다 .

iDRAC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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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iDRAC의 DHCP또는 고정 IP주소 구성

iDRAC에 DHCP네트워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Appliance를 시작하는 동안 F2키를 누르고 시스템 설정을
시작합니다 .

2. "System Setup Main Menu"(시스템 설정 주 메뉴 )화면에서 iDRAC
Settings(iDRAC설정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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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3. "iDRAC Settings"(iDRAC설정 )옵션에서 Network(네트워크 )를 클릭
합니다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필드가 표시됩니다 .

4. Enable NIC(NIC사용 )설정에 Enabled(사용 )를 선택하고 , NIC
Selection(NIC선택 )에 Dedicated(전용 )를 선택하여 전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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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5. DHCP모드를 설정하려면 "IPV4 Settings"(IPV4설정 )에서 Enable IPv4
(IPv4사용 )및 Enable DHCP(DHCP사용 )에 둘 다 Enabled(사용 )옵션
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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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참고 : iDRAC전용 네트워크에 고정 IP를 설정하려면 Enable IPv4(IPv4
사용 )를 Enabled(사용 )로 설정하고 Enable DHCP(DHCP사용 )를
Disabled(사용 안 함 )로 설정하십시오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IP주
소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를 각각 설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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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6. Back(뒤로 ), Finish(마침 )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Warning(경고 )대
화 상자에서 Yes(예 )를 클릭합니다 .

네트워크 정보가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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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7. Success(성공 )대화 상자에서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

iDRAC DHCP구성을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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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작업

8. Finish(마침 )를 클릭한 다음 Yes(예 )를 클릭하여 설정을 끝내고 시
스템을 부팅합니다 .

iDRAC의 DHCP네트워크 모드가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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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복원 또는 복구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공장초기화디버그 149

Appliance 7000 - 8000시리즈에서부팅옵션을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초
기화적용 151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에서부팅옵션을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적용 154

구성지우기및 Appliance공장초기화적용 157

하드드라이브제거및교체 160

데이터를보존하지않고 BMR수행 162

데이터를보존하고 BMR수행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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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초기화 디버그

공장 초기화 디버그

이 항목에서는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때 공장 초기화를 디버그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오류 메시지에서 Troubleshoot(문제 해결 )드롭다운 옵션을 클릭
합니다 .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

Command Prompt(명령 프롬프트 )

CMD(명령 프롬프트 )대화 상자에서 몇 가지 기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더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
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고 디스크 레이아웃 정보를 가져옵니

다 .

로그 보기

"View Logs"(로그 보기 )옵션을 사용하여 메모장에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를 확인하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
릭하여 로그를 저장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

다 .

Restart Factory Reset(공장 초기화 다시 시작 )

이 옵션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된 후 공장 초기화를 다시 시

작할 수 있습니다 .

Help(도움말 )

"Help Dictionary"(도움말 사전 )대화 상자에서는 오류의 원인 ,기
본 분석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작업에 대한 몇 가지 팁도 표
시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레이아웃 가져오기 ,공장 초기화
속성 파일의 콘텐츠 가져오기 ,로그 저장 등의 작업입니다 .

2. 표시되는 옵션에서 Help(도움말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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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초기화 디버그

화면에 여러 오류 코드와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오류 코드의 Tip(팁 )으로 이동하여 아래
오른쪽 패널에 표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

해당 오류를 선택하고 팁에 표시된 지침을 따르면 공장 초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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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7000 - 8000시리즈에서 부팅 옵션을 사
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 적용

Arcserve Appliance의 부팅 메뉴에서 UDP공장 초기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 UDP공장 초기화를 사용하면 Arcserve Appliance를 구성되지 않은 클
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참고 : UDP공장 초기화를 실행하는 동안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F11키를 눌러 부팅 메뉴를 호출합니다 .

2. "UDP Factory Reset"부팅 옵션을 선택합니다 .

151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Appliance 7000 - 8000시리즈에서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 적용

공장 초기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참고 :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

다 .원래 운영 체제의 C:\볼륨만 다시 빌드됩니다 . X:\볼륨과
Y:\볼륨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원래 운영
체제에서 각 볼륨 (C:\, X:\, Y:\)의 모든 데이터가 다시 빌드됩니
다 .

1. 리셋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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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취소를 클릭하여 Arcserve Appliance장치를 다시 부팅할 수 있습니
다 .

2.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면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합니다 .

종료를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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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에서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 적용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에서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 적용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의 부팅 메뉴에서 UDP공장 초기
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UDP공장 초기화를 사용하면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를 구성되지 않은 클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참고 : UDP공장 초기화를 실행하는 동안 백업 데이터를 유지하는 옵션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키보드에서 F11키를 눌러 부팅 메뉴를 호출합니다 .

2. Integrated RAID Controller 1: UDP Factory Reset(통합 RAID컨트롤러
1: UDP공장 초기화 )부팅 옵션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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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에서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 적용

공장 초기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참고 :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

다 .원래 운영 체제의 C:\볼륨만 다시 빌드됩니다 . X:\볼륨과
Y:\볼륨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원래 운영
체제에서 각 볼륨 (C:\, X:\, Y:\)의 모든 데이터가 다시 빌드됩니
다 .

3. 리셋을 클릭합니다 .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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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9012 - 9504DR시리즈에서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Arcserve UDP공장 초기화 적용

취소를 클릭하여 Arcserve Appliance장치를 다시 부팅할 수 있습니
다 .

4.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면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합니다 .

종료를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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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우기 및 Appliance공장 초기화 적용

구성 지우기 및 Appliance공장 초기화 적용

공장 초기화를 사용하면 Arcserve Appliance를 구성되지 않은 클린 상태
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콘솔에서 공장 초기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 UDP콘솔의 설정 탭에서 공장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

백업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유지됩니다 .

참고 :

Arcserve UDP는 기존 데이터 저장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을 선택하면 C:\볼륨만 다시 빌드됩
니다 . X:\볼륨 및 Y:\볼륨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기존 백업 데이터 유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각 볼륨 (C:\, X:\,
Y:\)의 모든 데이터가 다시 빌드됩니다 .

2. 공장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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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우기 및 Appliance공장 초기화 적용

3. 확인 대화 상자에서 리셋을 클릭하여 공장 초기화를 시작합니다 .

Appliance컴퓨터가 다시 부팅되고 아래와 같이 공장 초기화가 실
행됩니다 .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면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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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우기 및 Appliance공장 초기화 적용

4. 확인 대화 상자에서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부팅합니다 .

종료를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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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 제거 및 교체

하드 드라이브 제거 및 교체

Arcserve Appliance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 하나에 오류가 발생해도
나머지 드라이브가 즉시 작동하여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어플라이

언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
브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여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rcserve Appliance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 0, 1, 2, 3이라는 레이블
이 지정된 4개의 하드 드라이브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각 드라이브 캐리어에 어떤

드라이브를 넣는지 알 수 있도록 교체 하드 드라이브에 레이블을 지정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드라이브 캐리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거하는 하드 드라이브에도 레이블을 지정해야

합니다 .

중요 !하드 드라이브는 정전기에 민감한 장치이고 쉽게 손상될 수 있으
므로 안전에 주의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

정전기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손목 스트랩을 착용하십시오 .

정전기 방지용 백에서 교체 하드 디스크를 꺼내기 전에 접지된 물

체를 만지십시오 .

하드 드라이브는 항상 가장자리만 잡고 아래쪽의 눈에 보이는 구성

요소를 만지지 마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드라이브 홀더에 접근하려면 먼저 면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

a. 면판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

b. 릴리스 노브를 눌러 면판 핀을 접습니다 .

c. 양손으로 주의하여 면판을 제거합니다 .

2. 드라이브 캐리어의 릴리스 래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캐
리어 핸들이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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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 제거 및 교체

3. 핸들을 사용하여 어플라이언스 전면에서 드라이브 캐리어를 당
겨 빼냅니다 .어플라이언스에서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드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캐리어에 탑재됩니다 .또한 캐리어는
드라이브 베이의 공기 순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중요 !하드 드라이브 교체와 같은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드라이
브 캐리어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어플라이언스를 작동

하지 마십시오 .

4. 드라이브 캐리어에서 오래된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교체 하
드 드라이브의 방향에 주의하여 새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
레이블이 위에 오고 눈에 보이는 구성 요소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

5. 드라이브 트레이를 어플라이언스에 끝까지 밀어 넣어 설치하고
드라이브 캐리어 핸들을 닫아 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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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6. Arcserve지원 팀에서 반품 지침을 받아 결함이 있는 드라이브를 반
품합니다 .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UDP부팅 키트를 사용하여 BMR(베어메탈
복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ppliance에서 Arcserve UDP부팅 키트 마법사 응용 프로그램을 실
행하고 x64플랫폼용 부팅 가능 BMR ISO이미지 또는 USB 메모리
를 생성합니다 .

참고 : ISO이미지의 로컬 드라이버를 포함해야 합니다 .로컬 드라
이버를 포함하려면 베어메탈 복구용 부팅 키트 작성 창의 로컬 드

라이버를 포함 옵션을 선택합니다 .부팅 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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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umentation.arcserve.com/Arcserve-UDP/available/7.0/KOR/Bookshelf_Files/HTML/UDPWUG/default.htm#Agent_for_Windows_User_Guide/udpw_sc10_how_2_create_a_boot_kit.htm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2. BMR ISO이미지 또는 USB메모리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를
부팅합니다 .

Arcserve베어메탈 복구 설정이 나타납니다 .

3.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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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4.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의 백업에서 재저장합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복구 지점 선택 마법사 창이 나타납니다 .

5. 참조를 클릭하고 복구 지점 서버에서 참조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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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

6. 복구 지점 서버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 ,포트 및 프로토
콜을 입력합니다 .

7. 연결을 클릭합니다 .

8. 연결이 설정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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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베어메탈 복구 (BMR) -복구 지점을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9. 복원할 복구 지점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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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10. (선택 사항 )메시지가 나타나면 세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
릭합니다 .

베어메탈 복구 (BMR) -복구 모드의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1. 확장 모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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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베어메탈 복구 (BMR) -디스크 파티션의 조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을 클릭합니다 .

12. 사용 가능한 가장 큰 GPT(GUID파티션 테이블 )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디스크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

13. 디스크를 정리한 후 같은 디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고 커밋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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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디스크 변경 서브밋 창이 나타납니다 .

14. 제출을 클릭합니다 .

15. 디스크 정리가 완료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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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16. 베어메탈 복구 (BMR) -디스크 파티션의 조정 대화 상자에서 뒤
로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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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베어메탈 복구 (BMR) -복구 모드의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7. 고속 모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BMR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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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를 클릭합니다 .

리스토어 설정의 요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9. 취소를 클릭합니다 .

베어메탈 복구 (BMR) -디스크 파티션의 조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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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재의 데스티네이션 디스크/볼륨의 레이아웃 탭에 나오는 처
음 네 개 파티션의 용량을 원래의 소스 디스크/볼륨의 레이아웃
탭에 나오는 가장 큰 GPT 디스크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참고 :파티션 크기를 확인하려면 마우스로 디스크를 가리켜 디스
크 속성을 표시합니다 .

리스토어 설정의 요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21. 확인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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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메탈 복구 (BMR) - Start Recovery Process(복구 프로세스 시작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22. 재기동 후에 에이전트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옵션의 선택을 취소한 후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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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메탈 복구 (BMR)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인스톨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23. RAID컨트롤러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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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BMR수행

재기동 팝업이 나타나고 Arcserve Appliance가 자동으로 다시 부팅
됩니다 .

BMR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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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고 BMR수행

Arcserve Appliance에서 Arcserve UDP부팅 키트를 사용하여 BMR(베어메탈
복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ppliance에서 Arcserve UDP부팅 키트 마법사 응용 프로그램을 실
행하고 x64플랫폼용 부팅 가능 BMR ISO이미지 또는 USB 메모리
를 생성합니다 .

참고 : ISO이미지의 로컬 드라이버를 포함해야 합니다 .로컬 드라
이버를 포함하려면 베어메탈 복구용 부팅 키트 작성 창의 로컬 드

라이버를 포함 옵션을 선택합니다 .부팅 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2. BMR ISO이미지 또는 USB메모리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를
부팅합니다 .

Arcserve베어메탈 복구 설정이 나타납니다 .

3.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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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고 BMR수행

4. 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의 백업에서 재저장합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복구 지점 선택 마법사 창이 나타납니다 .

5. 참조를 클릭하고 복구 지점 서버에서 참조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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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

6. 복구 지점 서버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 ,포트 및 프로토
콜을 입력합니다 .

7. 연결을 클릭합니다 .

8. 연결이 설정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179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데이터를 보존하고 BMR수행

베어메탈 복구 (BMR) -복구 지점을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9. 복원할 복구 지점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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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고 BMR수행

10. (선택 사항 )메시지가 나타나면 세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
릭합니다 .

베어메탈 복구 (BMR) -복구 모드의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1. 확장 모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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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고 BMR수행

12. 베어메탈 복구 (BMR) -디스크 파티션의 조정 대화 상자에서 다
음을 클릭합니다 .

13. 디스크 복구 설정의 요약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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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베어메탈 복구 (BMR) - Start Recovery Process(복구 프로세스 시작 )
대화 상자에서 재기동 후에 에이전트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시

작하지 않습니다 옵션의 선택을 취소한 후 복원이 완료되고 컴

퓨터가 다시 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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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존하고 BMR수행

BMR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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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ppliance용량 확장 수행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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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 9012 - 9504 DR모델에서 확장 키트 사용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 DR모델에서 확장
키트 사용

Arcserve확장 키트를 사용하면 Arcserve Appliance 9012 - 9504DR모델의 데
이터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빈 디스크 슬롯에 HDD를 삽입합니다 .

a. Arcserve UDP콘솔에서 Appliance Server에 실행 중인 작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이 실행 중인 경우 해당 계획을 일
시 중지하십시오 .

b. 빈 디스크 슬롯에 HDD를 삽입합니다 .

2.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iDRAC에서 RAID-6을 구성합니다 .

a. iDRAC에 로그인하고 "Configuration"(구성 ), "Storage
Configuration"(저장소 구성 ), "Physical Disk Configuration"(물리
적 디스크 구성 )으로 이동합니다 .

b. Physical Disk Configuration(물리적 디스크 구성 )섹션에서 각
새 디스크에 대해 Actions(동작 )드롭다운의 Convert to RAID
(RAID로 변환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다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RAC0516: Converting physical disk drives to RAID-compatible will
overwrite any OS-created RAID arrays.(0516:물리적 디스크 드라이
브를 RAID호환으로 변환하면 OS생성 RAID배열을 덮어씁니
다 .)

Make sure that there are no OS-configured RAID arrays, and then click
OK.(OS구성 RAID배열이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 "을 클릭하십
시오 .)

c. 확인을 클릭합니다 .

"Pending Actions"(보류 중인 작업 )아래에 "Convert to Raid"(RAID
로 변환 )상태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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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 9012 - 9504 DR모델에서 확장 키트 사용

d.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보류 중인 작업을 완료합니
다 .

Apply Now(지금 적용 )

RAID로 변환 작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

At Next Reboot(다음 재부팅 시 )

다음에 재부팅할 때 RAID로 변환 작업을 시작합니다 .

At Scheduled Time(예약된 시간에 )

예약된 시간에 RAID로 변환 작업을 시작합니다 .

Discard All Pending(보류 작업 모두 취소 )

모든 디스크에 대해 RAID로 변환 작업을 취소합니다 .

e. Maintenance(유지 관리 ), Job Queue(작업 큐 )로 이동합니다 .

디스크를 RAID로 변환하기 위해 실행 중인 작업 목록이 나타
납니다 . RAID로 변환  작업이 완료되면 상태가 Completed
(100%)(완료 (100%))로 변경됩니다 .

3.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가상 디스크를 만듭니다 .

a. "Configuration"(구성 ), "Storage Configuration"(저장소 구성 ),
"Virtual Disk Configuration"(가상 디스크 구성 )으로 이동합니
다 .

b. Virtual Disk Configuration(가상 디스크 구성 )섹션에서 Create
Virtual Disk(가상 디스크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

c. RAID-6을 Layout(레이아웃 )으로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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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elect Physical Disks(물리적 디스크 선택 )섹션에서 RAID로 변
환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

e. Add to Pending Operations(보류 중인 작업에 추가 )를 클릭합
니다 .

f. "Configuration"(구성 ), "Storage Configuration"(저장소 구성 )으로
이동합니다 .

g.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보류 중인 작업을 완료합니
다 .

Apply Now(지금 적용 )

가상 디스크 만들기 작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

At Next Reboot(다음 재부팅 시 )

다음에 재부팅할 때 가상 디스크 만들기 작업을 시작합

니다 .

At Scheduled Time(예약된 시간에 )

예약된 시간에 가상 디스크 만들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

Discard All Pending(보류 작업 모두 취소 )

모든 디스크에 대해 가상 디스크 만들기 작업을 취소합

니다 .

h. Maintenance(유지 관리 ), Job Queue(작업 큐 )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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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 실행 중인 작업 목록이 나타납니

다 .가상 디스크 만들기  작업이 완료되면 상태가 Completed
(100%)(완료 (100%))로 변경됩니다 .

i. Computer Management(컴퓨터 관리 ), Disk Management(디스
크 관리 )로 이동합니다 .

j. 추가한 새 가상 디스크를 두 번 클릭합니다 .

"Initialize Disk"(디스크 초기화 )창이 나타납니다 .

k. GPT (GUID Partition Table)(GPT(GUID파티션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고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

l. Disk Management(디스크 관리 )창에서 가상 디스크를 선택
하고 다음 속성을 적용합니다 .

Assign a Drive Letter(드라이브 문자 할당 )

Specify NTFS as File System(NTFS를 파일 시스템으로 지정 )

Format the disk(디스크 포맷 )

4.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데이터 저장소를 확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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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가한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폴더를 만듭니다 .

b. Arcserve Appliance바탕 화면에서 Arcserve Appliance마법사를
시작합니다 .

Arcserve Appliance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

c. UDP 콘솔 시작을 클릭합니다 .

Arcserve UDP콘솔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d. UDP콘솔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

e. 리소스 ,대상 ,복구 지점 서버로 이동합니다 .

f. "데이터 저장소 "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중지를
클릭합니다 .

g. 명령줄에서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으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
다 .

as_gddmgr.exe –DataPath Add <data store name> -NewDataPath <new
data folder>

다음 예제 화면에서는 볼륨 용량 ,사용 중인 공간 ,주 데이터
경로에 사용 가능한 공간 ,확장 데이터 경로 및 합계 값과 같
은 세부 정보를 보여 줍니다 .합계 값은 주 데이터 경로와 확
장 데이터 경로를 더한 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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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로 세부 정보를 보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as_gddmgr.exe –DataPath Display <data store name>

새 확장 데이터 경로를 데이터 저장소에 추가했습니다 .

h. UDP콘솔에서 리소스 ,대상 ,복구 지점 서버로 이동합니다 .

i. "데이터 저장소 "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시작을
클릭합니다 .

j. 이전에 UDP콘솔에서 일시 중지한 계획을 다시 시작합니
다 .

Arcserve Appliance의 데이터 용량이 확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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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Server에 Appliance 확장 선반 연결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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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든 모델의 어플라이언스 인필드

확장

모델

현재

용량

\TB

확장

선반

용량

현재

SSD -
GB

필

요

한

새

SSD
- GB

빈

슬롯

애드온 카

드
설명

8100 4, 6

8

(6x2 TB
디스

크 )

120
8 TB
- 140

2, 3

LSI SAS 9200-
8E HBA

Qlogic듀얼
포트 HBA

쿼드 포트

1G NIC

듀얼 포트

10G SPF+

듀얼 포트

10G Copper

인필드 확

장 -
(MegaRAID
SAS 9380-8e)

1. 8100모델은 8 TB
인필드 확장만

지원합니다 .

2. 8100 - 8 TB확장
선반에는 미리

구성된 SSD 240
GB가 기본 제공
됩니다 .

3. 8100에는 옵션 슬
롯 2와 3이 있습
니다 .빈 슬롯 하
나는 어플라이언

스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9380-8e에 필수입
니다 .

4. 두 옵션 슬롯에
모두 애드온 카

드가 채워진 경

우 인필드 확장

을 사용하려면

최소 하나의 빈

슬롯 (가급적 슬
롯 3)이 필요합니
다 .

5. 어플라이언스와
확장 선반 사이

에 SAS연결이 사
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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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100 -확장 선반
에 RAID-6이 제공
됩니다 .

7. 확장 선반에 듀
얼 PSU가 제공됩
니다 .

8. 확장 선반을 연
결한 후 확장 가

이드에 제공된

데이터 경로 추

가 지침을 따르

십시오 .

9. 새 SSD가 필요한
경우 확장 가이

드에 제공된 해

시 대상을 새 SSD
로 마이그레이션

지침을 따르십시

오 .

8200 8, 12

8

(6x2 TB
디스

크 )

또는

16(6x4
TB디
스크 )

220

8 TB
-없
음

16
TB -
280

2, 3

LSI SAS 9200-
8E HBA

Qlogic듀얼
포트 HBA

쿼드 포트

1G NIC

듀얼 포트

10G SPF+

듀얼 포트

10G Copper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9380-8e)

1. 8200모델은 8 TB
또는 16 TB인필
드 확장을 지원

합니다 .클라이
언트는 언제든지

확장 선반을 하

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2. 8200 - 16 TB확장
선반에는 미리

구성된 SSD 480
GB가 기본 제공
됩니다 .

3. 8200에는 옵션 슬
롯 2와 3이 있습
니다 .빈 슬롯 하
나는 어플라이언

스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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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8e에 필수입
니다 .

4. 두 옵션 슬롯에
모두 애드온 카

드가 채워진 경

우 인필드 확장

을 사용하려면

최소 하나의 빈

슬롯 (가급적 슬
롯 3)이 필요합니
다 .

5. 어플라이언스와
확장 선반 사이

에 SAS연결이 사
용됩니다 .

6. 확장 선반에
RAID-6이 제공됩
니다 .

7. 확장 선반에 듀
얼 PSU가 제공됩
니다 .

8. 확장 선반을 연
결한 후 확장 가

이드에 제공된

데이터 경로 추

가 지침을 따르

십시오 .

9. 새 SSD가 필요한
경우 확장 가이

드에 제공된 해

시 대상을 새 SSD
로 마이그레이션

지침을 따르십시

오 .

8300

16, 20,
24, 28,
32, 36,
40

8

(6x2 TB
디스

크 )

480

8 TB
-없
음

16

2, 5,
6

LSI SAS 9200-
8E HBA

Qlogic듀얼
포트 HBA

1. 8300모델은 8 TB,
16 TB또는 40 TB
인필드 확장을

지원합니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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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6(6x4
TB디
스크 )

또는

40(12x4
TB디
스크 )

TB -
560

40
TB -
790

쿼드 포트

1G NIC

듀얼 포트

10G SPF+

듀얼 포트

10G Copper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9380-8e)

라이언트는 언제

든지 확장 선반

을 하나만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2. 8300 - 16 TB/40 TB
확장 선반에는

미리 구성된 SSD
1.9 TB가 기본 제
공됩니다 .

3. 8300에는 옵션 슬
롯 2, 5및 6이 있
습니다 .빈 슬롯
하나는 어플라이

언스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9380-8e에 필수입
니다 .

4. 두 옵션 슬롯에
모두 애드온 카

드가 채워진 경

우 인필드 확장

을 사용하려면

최소 하나의 빈

슬롯 (가급적 슬
롯 2)이 필요합니
다 .

5. 어플라이언스와
확장 선반 사이

에 SAS연결이 사
용됩니다 .

6. 확장 선반에
RAID-6(6x4 TB디
스크 )이 제공됩
니다 .

7. 확장 선반에 듀
얼 PSU가 제공됩
니다 .

8. 확장 선반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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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후 확장 가

이드에 제공된

데이터 경로 추

가 지침을 따르

십시오 .

9. 새 SSD가 필요한
경우 확장 가이

드에 제공된

HASH대상을 새
SSD로 마이그레
이션 지침을 따

르십시오 . 40 TB
확장 선반과 연

결하는 8300모델
의 경우 확장 선

반이 아니라 기

본 어플라이언스

에 추가해야 할

장착되지 않은 2
TB SSD가 1개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가

이드를 확인하십

시오 .

8400

32, 40,
48, 56,
64, 72,
80

8

(6x2 TB
디스

크 )

또는

16(6x4
TB디
스크 )

또는

40(12x4
TB디
스크 )

1200

8 TB
-없
음

16
TB -
없

음

40
TB -
없

음

2, 5,
6

LSI SAS 9200-
8E HBA

Qlogic듀얼
포트 HBA

쿼드 포트

1G NIC

듀얼 포트

10G SPF+

듀얼 포트

10G Copper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9380-8e)

1. 8400모델은 8 TB,
16 TB또는 40 TB
인필드 확장을

지원합니다 .클
라이언트는 언제

든지 확장 선반

을 하나만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2. 8400 -추가 SSD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

3. 8400에는 옵션 슬
롯 2, 5및 6이 있
습니다 .빈 슬롯
하나는 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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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 인필드 확

장 /MegaRAID SAS
9380-8e에 필수입
니다 .

4. 두 옵션 슬롯에
모두 애드온 카

드가 채워진 경

우 인필드 확장

을 사용하려면

최소 하나의 빈

슬롯 (가급적 슬
롯 2)이 필요합니
다 .

5. 어플라이언스와
확장 선반 사이

에 SAS연결이 사
용됩니다 .

6. 확장 선반에
RAID-6이 제공됩
니다 .

7. 확장 선반에 듀
얼 PSU가 제공됩
니다 .

8. 확장 선반을 연
결한 후 확장 가

이드에 제공된

데이터 경로 추

가 지침을 따르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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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있는 품목

상자에 포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상자에 포함된 품목이 손상된 경우 Arcserve지원에 문의하십시
오 .

Appliance확장 선반

참고 :확장 선반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수는 Appliance확장 선반
의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

CVPM02모듈 (CacheVault Power Module02)및 케이블

MegaRAID SAS 9380-8e RAID컨트롤러

{장 번호}장: Appliance용량 확장 수행 199

http://www.arcserve.com/support


Appliance Server에 Appliance확장 선반 연결

SAS케이블

Appliance확장 선반 및 Appliance Server에서 MegaRaid Controller를 연
결하는 데 사용되는 SAS케이블 두 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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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옵션 )

참고 : Appliance 8300의 경우 40 TB Appliance확장 선반과 연결해야
하며 장착되지 않은 2 TB SSD가 1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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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Server에 Appliance확장 선반을 연결하
는 방법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ppliance확장 선반을 준비하여 Appliance Server근처에 둡니다 .

2. CacheVault Power Module02(CVPM02)를 MegaRAID Controller 9380-8e에
연결합니다 .

3. 모든 Arcserve UDP계획을 일시 중지하고 Appliance Server에서 실
행 중인 작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4. Appliance Server의 전원을 끄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

참고 :시스템 손상 또는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원 공급 장
치와 컴퓨터의 연결을 분리하십시오 .

5. Appliance Server섀시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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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MegaRAID Controller 9380-8e를 Appliance
Server의 사용 가능한 PCI-e슬롯에 삽입합니다 .

a. 빈 PCI-e슬롯을 찾습니다 .

b. 컴퓨터 뒷면에서 빈 PCIe슬롯과 나란히 정렬된 비어 있는 브
래킷 패널을 제거합니다 .

c. 브래킷 나사를 보관합니다 (가능한 경우 ).

d. MegaRAID Controller 9380-8e를 PCIe슬롯에 맞춥니다 .

e. RAID컨트롤러를 아래로 가볍게 끝까지 밀어 넣어 슬롯에 장
착합니다 .

7. MegaRAID Controller 9380-8e브래킷을 시스템 섀시에 고정합니다 .

8. Appliance Server섀시의 덮개를 다시 끼웁니다 .

9. Appliance Server의 MegaRAID Controller 9380-8e및 Appliance확장 선
반의 MegaRAID Controller를 SAS케이블과 연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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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SD를 삽입합니다 (Appliance 8300 + 40 TB확장 선반만 해당 ).

참고 : 40 TB Appliance확장 선반이 Appliance 8300에 연결된 경우 2 TB
SSD(Appliance확장 선반과 함께 제공됨 )를 Appliance 8300후면 패널
의 빈 SATA슬롯에 꽂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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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ppliance확장 선반의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

12. Appliance Server의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

13. Appliance Server에 로그인하여 MegaRAID Storage Manager(MegaRAID
저장소 관리자 )를 열고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

14.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MegaRAID Storage Manager(MegaRAID저장
소 관리자 )에서 RAID컨트롤러를 확인합니다 .

a. Physical(물리적 )탭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컨트롤러를 표시
합니다 .

b. Controller 9380-8e를 선택하고 9380-8e컨트롤러에 연결된 모
든 디스크가 온라인 상태이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참고 :온라인 상태가 아닌 디스크가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Scan Foreign Configuration(외부 구성 검색 )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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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port: Import logical configuration from all foreign drives(가져오
기 :모든 외부 드라이브에서 논리 구성 가져오기 )옵션을 선
택하고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

d. Yes(예 )를 클릭하여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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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제 확장 선반의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가 온라인 상태입니

다 .

15. "Logical"(논리적 )탭으로 이동하여 RAID-6으로 구성된 다음 디스
크를 표시합니다 .확장 선반에 있는 다른 모듈의 경우 하나의
SSD가 RAID-0으로 설정되어 LSI MegaRAID SAS 9380-8e아래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 .

Appliance Server 8100 + 8 TB확장 선반

Appliance Server 8200 + 16 TB확장 선반

Appliance Server 8300 + 16 TB확장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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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puter Management"(컴퓨터 관리 )를 열고 "Disk Management"(디
스크 관리 )로 이동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Appliance확장 선반 조립 디스크를 NTFS로 포맷하고 드라이
브 문자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V:"로 할당합니다 .

b. SSD를 NTFS로 포맷하고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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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W:"로 할당합니다 .

Appliance확장 선반을 Appliance Server에 연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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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데이터 저장소를 수정하는 방법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확장 선반에 Arcserve UDP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 경로 추가

해시 대상을 새 SSD로 마이그레이션

Arcserve UDP콘솔에서 데이터 저장소의 전체 용량 확인

Arcserve UDP콘솔에서 모든 계획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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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선반에 Arcserve UDP데이터 저장소의 데
이터 경로 추가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ppliance확장 선반의 볼륨에 폴더를 만듭니다 (예 : "V:\data").

2. 데이터 저장소를 중지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소를 Appliance확장 선반으로 확장합니다 .

as_gddmgr.exe –DataPath Add <data store name> -NewDataPath <new data
folder>

as_gddmgr.exe –DataPath Display <data stor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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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대상을 새 SSD로 마이그레이션

참고 :이 단계는 다음 확장 선반에 새 SSD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
니다 .

Appliance Server 8100 + 8 TB확장 선반

Appliance Server 8200 + 16 TB확장 선반

Appliance Server 8300 + 16 TB확장 선반

Appliance Server 8300 + 40 TB확장 선반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새 SSD에 해시 폴더를 만듭니다 (예 :W:\Arcserve\data_store\hash).

2. 데이터 저장소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지되지 않은 경
우 Arcserve UDP콘솔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중지합니다 .

3. Arcserve UDP콘솔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수정하고 해시 대상을
W:\Arcserve\data_store\hash로 설정합니다 .

4. 데이터 저장소 수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

5. Arcserve UDP콘솔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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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콘솔에서 데이터 저장소의 전체
용량 확인

전체 용량은 Appliance Server용량과 Appliance확장 선반의 용량을 더한
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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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콘솔에서 모든 계획 다시 시작

Arcserve UDP콘솔에서 일시 중지된 모든 계획을 다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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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네트워크 구성 작업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네트워크구성세부정보이해 216

NIC팀프로세스를구성하는방법 221

DHCP서버를비활성화하는방법 223

사전설치된 Linux백업서버의 IP주소를구성하는방법 224

부하분산을위해 DNS서버에서라운드로빈을활성화하는방법 226

Appliance에서네트워크상태를확인하는방법 227

{장 번호}장:네트워크 구성 작업 215



네트워크 구성 세부 정보 이해

네트워크 구성 세부 정보 이해

Appliance의 네트워크 구성을 사용하면 기본 제공 Linux백업 서버 (Hyper-
V관리자에 표시되는 가상 이름 : Linux-BackupSvr)가 NAT뒤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사용자는 기본 제공 Linux의 호스트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
다 .

사용자는 Linux백업 서버의 IP를 네트워크에 저장합니다 .

Linux백업 서버를 공용 네트워크의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네트워크의 컴퓨터는 Appliance Server의 특수 포트를 통해서만
Linux백업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구성 세부 정보 :

Hyper-V관리자에서는 Linux-BackupSvr에만 사용되는 내부 전용 가상
스위치 Linux-BkpSvr-Switc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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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에 "Hyper-V가상 이더넷
어댑터 "이름이 "LinuxBkpSvr"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위
치의 IPv4를 다음과 같이 "192.168.10.1"로 구성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어플라이언스 컴퓨터에 DHCP서버를 구성했습니다 .
DHCP서버는 Hyper-V가상 어댑터에서만 작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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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소 풀 "에는 기본 제공 Linux백업 서버가 IP
192.168.10.2를 가져올 수 있도록 192.168.10.2만 있습니다 .

어플라이언스 컴퓨터에 NAT를 구성했습니다 .

어플라이언스에 Linux백업 서버에 대한 포트 리디렉션을 구성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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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백업 서버가 DHCP서버에서 IP주소 192.168.10.2를 가져옵니다 .
IP를 가져온 후 백 엔드 스크립트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resetdhcp.ps1)가 Linux와 통신하여 Linux
의 시스템 로캘을 Appliance Windows OS의 시스템 로캘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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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방법

Arcserve Appliance에는 이더넷 포트가 기본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를 사용하려면 이더넷 NIC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NIC팀을 구성하
면 대역폭 집계 및 트래픽 장애 조치 (failover)를 위해 여러 네트워크 어
댑터를 한 팀에 포함하여 네트워크 구성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연결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작동하는 NIC팀을 구성하려면 링크 집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공급업체에 문의하거나 Microsoft
Windows구성 문서를 참조하여 NIC팀을 구성하십시오 .

네트워크 스위치가 구성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Windows바탕 화면에서 Arcserve Appliance마법사를 시작합니다 .

참고 : DHCP또는 고정 IP주소가 사용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 "화
면에서 NIC팀의 IP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IP주소가
NIC팀에 할당되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resetnic.bat

구성이 완료되고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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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Hyper-V관리자에서 Linux백업 서
버에 로그인하여 인트라넷에서 특정 컴퓨터의 IP주소에 대한 ping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실패할 경우 이 절차를 검토하고 반복하십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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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서버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DHCP서버는 기본적으로 Appliance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DHCP서
버는 Appliance의 Hyper-V가상 이더넷 어댑터 (LinuxBkpSvr)에서만 작동하
므로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가 IP를 가져와 Appliance와 통신할 수
있고 프로덕션 네트워크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DHCP서버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Configuration\Appliance.properties파일
을 엽니다 .

2. DHCP_ENABLE=false로 파일을 수정합니다 . Appliance.properties파일
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DHCP_ENABLE=false

AdapterName=LinuxBkpSvr

Appliance_IPAddress=192.168.10.1

Linux_IPAddress=192.168.10.2

3. 파일을 저장합니다 .

4.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dhcpdone.flag파일을 삭제합니다 .

5. 다음과 같이 DOS명령줄에서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resetdhcp.ps1을 실행하여 DHCP서버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powershell .\resetdhcp.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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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IP주소를 구성
하는 방법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는 기본적으로 IP 192.168.10.2를 사용하여
Appliance Server와 통신합니다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가 Appliance
Server와 통신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네
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IP주소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
하십시오 .

1.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Configuration\Appliance.properties파일
을 엽니다 .

2. Appliance_IPAddress및 Linux_IPAddress의 IP주소를 변경합니다 .예
를 들면 Appliance_IPAddress를 192.168.100.1로 설정하고 Linux_
IPAddress를 192.168.100.2로 설정합니다 .

참고 :

Appliance_IPAddress의 IP주소는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LinuxBkpSvr
(Hyper-V가상 이더넷 어댑터 )로 설정됩니다 .

Linux_IPAddress의 IP주소는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로 설
정됩니다 .

"Appliance_IPAddress"와 "Linux_IPAddress"가 동일한 서브 네트워
크의 IP주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수정 후 파일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DHCP_ENABLE=true

AdapterName=LinuxBkpSvr

Appliance_IPAddress=192.168.100.1

Linux_IPAddress=192.168.100.2

3. 파일을 저장합니다 .

4.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dhcpdone.flag파일을 삭제합니다 .

5.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resetdhcp.ps1을 실행하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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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LinuxBkpSvr및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의 IP주소
를 재설정합니다 .

참고 :

Linux_IPAddress를 변경하면 진행 중에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
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

6.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powershell .\resetdhcp.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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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분산을 위해 DNS서버에서 라운드 로빈을
활성화하는 방법

Microsoft DNS서버는 서버 사이의 부하 분산을 위해 사용되는 라운드 로
빈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myserver.mydomain.com에 대
한 쿼리가 수신될 때 DNS에서 두 IP주소를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클라
이언트 (확인자 )는 항상 첫 번째 주소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DNS가 이 이
름의 쿼리를 수신하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여 IP 주소 목록의 순
서가 변경됩니다 .즉 ,이전 목록의 첫 번째 주소가 새 목록의 마지막으
로 이동합니다 .이름 레코드의 경우 별칭 하나에 정식 이름이 하나만
허용되므로 라운드 로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Appliance에서 모든 IPv4주소의 레코드를 DNS(도메인 이름 서비스 )서버
에 추가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이에 부하 분산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서버 간 부하 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 1794를 참조하십시오 .

추가 IP 주소에 대한 레코드를 도메인 이름 서비스 서버에 추가하는 방
법

서버에 둘 이상의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가 있거나 NIC에 대한
IP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각 IP주소에 대한 "A"레코드를 만들어 추가 IP
주소의 레코드를 DNS서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 :

서버의 DNS호스트 이름이 <myserver>이고 DNS도메인 이름이
<mydomain.com>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서버에는 다음과 같은 두 IP주소
가 할당됩니다 .

IPAddress1

IPAddress2

이러한 IP주소를 DNS 서버에 추가하려면 <mydomain.com>영역에 다음
과 같은 두 개의 "A"레코드를 만듭니다 .

Myserver A <IPAddress1>

Myserver A <IPAddress2>

확인자가 매번 같은 IP주소를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각 주소에 고유
이름을 할당하여 두 개의 "A"레코드를 더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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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name1 A <IPAddress1>

Altname2 A <IPAddress2>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확인자는 Altname1에 대한 쿼리를 보낼 때 항상
IPAddress1을 가져오고 Altname2에 대한 쿼리를 보낼 때는 항상 IPAddress2
를 가져옵니다 .

Appliance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ApplianceNetworkStatusCheck.ps1도구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 Server
의 전반적인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XML형식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스위
치 , Hyper-V가상 스위치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NS
(Domain Name System), RRAS(Route and Remote Access Service)및 서버의 다른
주요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ApplianceNetworkStatusCheck.ps1도구는 Arcserve Appliance Server UDP V7.0
업데이트 1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를 사용하여 Appliance Server네트워크 상태 보고서를 생성하려
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관리자로 Arcserve Appliance Server에 로그인합니다 .

2.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폴더 위치를 입력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

3. ApplianceNetworkStatusCheck.ps1을 실행하여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Powershell .\ ApplianceNetworkStatusCheck.ps1

브라우저가 열리고 Appliance Server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상태 보
고서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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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전 주의 사항

일반적인 안전 주의 사항

사용자를 보호하고 어플라이언스의 손상이나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EMI Class A장비 (비즈니스 장비 )는 가정용 장비가 아니라 전자기 적
합 인증을 받은 비즈니스 장비로 등록됩니다 .판매자나 사용자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A급 기기 (업무용 방송 통신 기자재 )

이 기기는 업무용 (A급 )으로 전자파 적합 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
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참고 :이 안전 주의 사항은 대한민국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rcserve지원 (https://www.arcserve.com/support)또는 0079885215375
(대한민국 )로 문의하십시오 .

어플라이언스 배송 상자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합

니다 .손상 흔적이 있으면 모든 포장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Arcserve
지원 (https://www.arcserve.com/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

어플라이언스를 고정할 랙 장치에 적합한 위치를 결정합니다 .깨끗
하고 먼지가 없는 곳 ,즉 환기가 잘 되고 깔끔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
다 .열 ,전기 잡음 및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은 피하십시오 .

하나 이상의 접지된 전원 콘센트 근처에 두어야 합니다 .모델에 따
라 하나의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예비 전원 공급 장치가 어플라이언

스에 포함되므로 접지된 콘센트 두 개가 필요합니다 .

제한된 장소에서만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담당자 또는 해당 장소에 적용된 제한의 이유와 수행

할 안전 조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

도구 ,자물쇠와 열쇠 또는 기타 보안 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 대한 관할 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

어플라이언스 상단 덮개와 어플라이언스에서 분리한 모든 구성 요

소를 실수로 밟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 두십시오 .

어플라이언스로 작업하는 동안에는 단추를 푼 셔츠 소매와 넥타이

같이 전기 회로와 접촉하거나 냉각 팬에 들어갈 수 있는 헐거운 의

류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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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전 주의 사항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이나 금속성 물건을 치우십시오 .이러한 물
건은 PCB(인쇄 회로 기판 )또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접촉할 경우
합선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탁월한 금속 도체입니다 .

어플라이언스 내부에 액세스하여 모든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한 후 어플라이언스를 닫고 고정 나사를 사용하여 랙 장치에 고정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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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주의 사항

전기 안전 주의 사항

사용자를 보호하고 어플라이언스의 손상이나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기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실내의 비상 전원 끄기 스위치 ,차단 스위치 ,전기 콘센트 및 어플라
이언스의 전원 켜기 /끄기 스위치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플라이언스의 전원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고압 부품을 사용할 때는 혼자 작업하지 마십시오 .

서버 보드 ,메모리 모듈 , DVD-ROM및 플로피 드라이브와 같은 기본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항상 어플라이언스에

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핫 스왑 가능 드라이브에는 필요하지
않음 ).전원을 차단할 때는 먼저 운영 체제로 어플라이언스의 전원
을 끈 다음 어플라이언스의 모든 전원 공급 모듈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노출된 전기 회로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필요한 경우 전원 스위치

를 끌 수 있도록 전원 차단 컨트롤에 익숙한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

어야 합니다 .

전원이 켜진 전기 장비로 작업할 때는 한 손만 사용하십시오 .이는
전류가 통해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속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부품 또는 회로 기판과 접촉하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

감전 예방을 위해 정전기 방전을 줄이도록 제작된 매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전기 절연체로 특정하게 제작된 고무 매트를 사용
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코드는 접지 플러그가 있어야 하고 접지된 전

기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

서버 보드 배터리 :주의 -온보드 배터리를 거꾸로 장착하면 극성이
뒤바뀌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제조업체에서 권장하
는 제품 또는 동등한 유형의 제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DVD-ROM레이저 :주의 -이 서버에는 DVD-ROM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로운 방사능 물질과 레이저 광선에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클로저를 열거나 지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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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규정 준수

FCC규정 준수

이 어플라이언스는 FCC규칙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조
건이 적용됩니다 .

이 어플라이언스는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이 어플라이언스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혼신을 포

함하여 수신된 모든 혼신을 수락해야 합니다 .

참고 :이 장비는 테스트 결과 FCC규칙 제 15조에 따라 Class A디지털 장
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제한은 상업적
환경에서 장비를 작동할 때 유해한 혼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

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방출할 수 있으며 사
용 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장비를 작동하면 유해한 혼신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사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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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주의 사항

ESD주의 사항

ESD(정전기 방전 )는 전하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생성됩니다 .
이 차이를 중화하기 위해 전기 방전이 발생하여 전기 부품 및 인쇄 회

로 기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버 보드 ,마더보드 , PCIe카드 ,드라이
브 ,프로세서 및 메모리 카드와 같이 ESD에 민감한 장치는 특별히 취급
해야 합니다 .서로 접촉하는 전하의 차이를 미리 중화하여 장비를 ESD
위험에서 보호하려면 다음 주의 사항을 따르십시오 .

전기 절연체로 특정하게 제작된 고무 매트를 사용하십시오 .감전
예방을 위해 정전기 방전을 줄이도록 제작된 매트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

정전기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접지식 손목 스트랩을 사용하

십시오 .

정전기 방지 또는 ESD(정전기 방전 )방지 의류나 장갑을 착용하십시
오 .

모든 부품과 PCB(인쇄 회로 기판 )는 사용하기 전까지 정전기 방지용
백에 보관하십시오 .

정전기 방지용 백에서 보드를 꺼내기 전에 접지된 금속 물체를 만

지십시오 .

부품이나 PCB가 옷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손목 스트랩을 착용한
경우에도 전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보드는 가장자리만 잡습니다 .부품 ,주변 칩 ,메모리 모듈 또는 접점
을 만지지 마십시오 .

칩이나 모듈을 다룰 때는 핀을 만지지 마십시오 .

서버 보드 및 주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전기 방지용 백에

다시 넣으십시오 .

접지를 위해 어플라이언스가 전원 공급 장치 ,케이스 ,장착 파스너
와 서버 보드 사이에 우수한 전도성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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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
화

이 섹션에서는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를 정품 인증하는 방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중요 !배송 프로세스의 일부로 Sophos Intercept X가 사전 설치된 Arcserve
Appliance의 신규 고객인 경우 간단한 정품 인증 지침이 포함된 전자 메
일이 전송됩니다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정품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십
시오 .기존 고객인 경우 Arcserve Appliance에 Sophos Intercept X가 사전 설
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Sophos Intercept X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cserve Appliance에 Sophos Intercept X Advanced for Server수동 설치를 참조
하십시오 .

1. Sophos에서 "Welcome"(환영 )전자 메일을 받은 후 암호를 테스트
하려면 Set up my password(내 암호 설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

참고 :둘 이상의 고객 계정에 적용하는 경우 암호 설정을 위해
Sophos로부터 각 계정에 대해 별도로 계정 수만큼의 "Welcome"(환
영 )전자 메일을 받습니다 .
이미 기존 고객 계정이 있으며 계속해서 동일한 고객 계정을 사

용하여 하나 이상의 Arcserve Appliance Sophos를 정품 인증할 경우
해당 고객 계정에 연결된 전자 메일 주소로 이 "Welcome"(환영 )전
자 메일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Arcserve로부터 Zip파일과
Sophos정품 인증 지침이 포함된 전자 메일을 받습니다 .

2.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를 정품 인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제
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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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참고 :추가 Arcserve Appliance Sophos를 정품 인증하려면 필요에 따
라 방법 1이나 방법 2에 나온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

방법 1: Arcserve로부터 받은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정품 인증

방법 2: Customer_Boot.ps1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
에서 Sophos정품 인증

방법 1: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Sophos정품 인증을 위해 Arcserve에서 전자 메일을 통해 Zip파일을 보냅
니다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 “Arcserve_Appliance_Sophos_Activation_
YYYY-MM-DD-HH-MM-SS”폴더에 다음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onfig.xml:구성 파일입니다 .

Registration.txt:등록 파일입니다 .

Arcserve_Appliance_Sophos_Activation.ps1: Sophos정품 인증을 위해
실행할 Powershell스크립트입니다 .

Sophos를 정품 인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시스템 관리자로 Arcserve Appliance에 로그인합니다 .

2. zip파일을 Arcserve Appliance에 복사하고 필요한 위치에 파일의
압축을 풀고 추출합니다 .

3.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추출된 파일이 포함된 위치를 입력합니
다 .

4. Arcserve_Appliance_Sophos_Activation.ps1을 실행합니다 .

#powershell .\ Arcserve_Appliance_Sophos_Activation.ps1

5. 보호된 Arcserve Appliance를 보려면 전자 메일 주소 및 암호를 사
용하여 Sophos Central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Devices(장치 ) >
Servers(서버 )"로 이동합니다 .

참고 : zip파일을 받은 전자 메일 주소는 로그인에 사용해야 하는
전자 메일 주소와 동일합니다 .

235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방법 2: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Appliance에서 Sophos가 정품 인증됩니다 .

방법 2: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이 섹션에서는 Customer_Boot.ps1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
에서 Sophos를 정품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Sophos Central페이지에 로그인하려면 전자 메일 주소와 암호를
사용하여 https://cloud.sophos.com으로 이동합니다 .

참고 :다른 Arcserve Appliance Sophos고객 계정에 연결된 전자 메일
주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원하는 전자 메일 주소를 선택하고 해

당 계정을 Sophos정품 인증에 사용하십시오 .

2. "Protection Devices"(보호 장치 )페이지로 이동한 후 "Server
Protection"(서버 보호 )에서 "Show Command Line link"(명령줄 링크
표시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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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활성화

3. mcstoken및 관리 서버 정보를 복사합니다 .

4. 관리자로 Arcserve Appliance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5.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 폴더 위치를 입력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Appliance\Sophos\Customer_Boot”

#cd “C:\Program Files\Arcserve\Appliance\Sophos\Customer_Boot”

6. Customer_Boot.ps1실행

#powershell .\Customer_Boot.ps1

7. 명령줄 프롬프트에 따라 MCS토큰 및 관리 서버 값을 입력한 다
음 명령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8. 보호된 Arcserve Appliance를 보려면 Sophos Central페이지에 로그
인한 다음 "Devices(장치 ) > Servers(서버 )"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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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에 Sophos Intercept X Advanced for Server수동 설치

Appliance에서 Sophos가 정품 인증됩니다 .

Arcserve Appliance에 Sophos Intercept X Advanced
for Server수동 설치

Arcserve Appliance와 Sophos Intercept X Advanced for Server가 통합됨에 따라
이제 다음 작업이 지원됩니다 .

랜섬웨어 및 기타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 보호

서명 기반 맬웨어 감지와 서명 없는 맬웨어 감지가 결합된 엔드포

인트 보호

딥 러닝 신경망

악용 방지 기술

광범위한 엔드포인트 위협을 차단하는 CyptoGuard랜섬웨어 방지
기술 , WipeGuard기술 및 기타 기술

참고 : Arcserve Appliance가 2019년 10월 15일 이후에 배송된 경우 Sophos
Intercept X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송 프로세스의 일부로 정품 인
증 지침이 포함된 전자 메일이 전송됩니다 .메일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
아래 제공된 지침에 따라 수동으로 Sophos Intercept X를 설치하십시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rcserve지원 웹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듭니다 .

2. Sophos Intercept X Advanced무료 사본을 요청하려면 관련 세부 정
보를 모두 기재하여 Arcserve지원 (SophosActRequest@Arcserve.com)
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십시오 .자동 생성된 전자 메일 확인을 받
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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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전자 메일 ID를 확인하면 Arcserve에서 요청을 처리하고
Sophos Central에 계정을 만들고 암호 만들기 지침이 포함된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

3. Sophos Central의 새 계정용 암호를 만들려면 전자 메일에 나와 있
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

4. 관리자 또는 로컬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Arcserve
Appliance에 로그인합니다 .

참고 :보안상의 이유로 Appliance를 Active Directory도메인에 가입시
키지 마십시오 .

5. Appliance에서 Sophos Central에 로그인한 다음 3단계 및 4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6. "Product Setup"(제품 설정 )대화 상자를 연 다음 Server Protection
(서버 보호 )을 선택합니다 .

7. "Server Protection"(서버 보호 )섹션에서 Download Windows Server
Installer(Windows Server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를 클릭한 다음
SophosSetup.exe설치 관리자를 Appliance의 폴더에 저장합니다 .

8. 설치 관리자를 시작하려면 폴더를 연 다음 SophosSetup.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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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Appliance에 바이러스 백신 제품이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설치
관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9. 설치를 클릭합니다 .

10. Appliance를 즉시 다시 시작하려면 Finish(마침 )를 클릭합니다 .나
중에 Appliance를 다시 시작하려면 Restart my computer now(지금
내 컴퓨터 다시 시작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

11. 보호 상태를 보려면 Sophos Intercept X인터페이스를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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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가 랜섬웨어 공격 ,맬웨어 ,웹 위협 및 제로 데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12. Sophos Central에 액세스하려면 Admin Login(관리자 로그인 )을 클
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Sophos Intercept X Advanced Server관리 ,경
고 및 정책 설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Sophos Intercept X Advanced’및 모든 관련 업데이트를 설치하
려면 Appliance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ophos Intercept X Advanced는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며 오프라
인 설치 관리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다른 Appliance를 이미 구매했고 Arcserve를 통해 Sophos
계정을 받은 경우 모든 Arcserve Appliance에 동일한 계정을 사
용하십시오 .

Sophos에서 직접 계정을 받는 등의 기타 다른 구매를 통해 이
미 Sophos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Sophos Central에서 별도 계
정에 대해 다른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

어떤 이유로든 Sophos설치에 실패할 경우 오류 메시지와 함
께 제공되는 화면 지침 또는 전자 메일 지침을 따르십시오 .

맬웨어 정의 업데이트 또는 버전 업그레이드와 같은 Sophos
Intercept X Advanced for Server업데이트를 받으려면 Appliance를
올바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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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전화 (+1.844.765.7043)또는 온라인으로
Arcserve기술 지원에 문의하거나 현지 Arcserve지원 사무실에 문
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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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 :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펌
웨어 업그레이드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BIOS펌웨어업그레이드 243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iDRAC펌웨어업그레이드 247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BIOS펌웨어 업
그레이드

이 섹션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BIOS펌웨어 버전 보기

BIOS펌웨어 버전을 보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방법 1: iDRAC웹 인터페이스에서 BIOS펌웨어 버전 보기

방법 2: BIOS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서 BIOS펌웨어 버전 보
기

방법 1: iDRAC웹 인터페이스에서 BIOS펌웨어
버전 보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iDRAC웹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

2. 로그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Username(사용자 이름 ): root

Password(암호 ): ARC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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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대시보드 페이지에 BIOS펌웨어 버전이 포함된 시스템
정보가 표시됩니다 .

방법 2: BIOS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서
BIOS펌웨어 버전 보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시스템이 시작되면 F11키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

2. BIOS버전을 보려면 시스템 설정 > iDRAC설정 또는 시스템 BIOS
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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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

BIOS용 업데이트된 패키지 다운로드

Dell웹 사이트에서 또는 Arcserve지원에 문의하여 특정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 모델의 최신 BIOS 펌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BIOS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의 로컬 디스
크에 복사합니다 .

2.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시작한 다음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업그레
이드를 완료합니다 .

3. 업데이트를 완료하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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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
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업데이트된 BIOS확인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시스템 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BIOS확인

iDRAC웹 인터페이스 또는 BIOS에서 업데이트된 BIOS확인

시스템 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BIOS확인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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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RAC에 로그인한 다음 Maintenance >SupportAssist > Start a
Collection(유지 관리 > SupportAssist >컬렉션 시작 )으로 이동합니
다 .

2. 로그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
았는지 확인합니다 .

iDRAC웹 인터페이스 또는 BIOS에서 업데이트된
BIOS확인

iDRAC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거나 시스템 BIOS로 들어가 업데이트
된 BIOS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용 iDRAC펌웨어
업그레이드

이 섹션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iDRAC펌웨어 버전을 보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방법 1: iDRAC웹 인터페이스에서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방법 2: BIOS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서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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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웹 인터페이스에서 iDRAC펌웨어 버전 보
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iDRAC웹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

2. 로그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Username(사용자 이름 ): root

Password(암호 ): ARCADMIN

iDRAC대시보드에 iDRAC펌웨어 버전이 포함된 시스템 정보가 표
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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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BIOS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에서
iDRAC펌웨어 버전 보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시스템이 시작되면 F11키를 눌러 "Setup"(설정 )으로 들어갑니다 .

2. iDRAC버전을 보려면 시스템 System Setup(시스템 설정 ) > iDRAC
Settings(iDRAC설정 )또는 System BIOS(시스템 BIOS)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에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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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AC용 업데이트된 패키지 다운로드

Dell웹 사이트에서 또는 Arcserve지원에 문의하여 특정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 모델의 최신 iDRAC 펌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iDRAC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Arcserve Appliance 9000시리즈의 로컬 디스
크에 복사합니다 .

2.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시작한 다음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업그레
이드를 완료합니다 .

참고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
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3.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iDRAC및 가상 콘솔의 연결이 몇 분
동안 끊어집니다 . iDRAC에 로그인하고 가상 콘솔을 다시 시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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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

업데이트된 BIOS확인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시스템 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iDRAC확인

iDRAC웹 인터페이스 또는 BIOS에서 업데이트된 iDRAC확인

시스템 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iDRAC확
인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iDRAC에 로그인한 다음 Maintenance >SupportAssist > Start a
Collection(유지 관리 > SupportAssist >컬렉션 시작 )으로 이동합니
다 .

2. 로그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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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지 확인합니다 .

iDRAC웹 인터페이스 또는 BIOS에서 업데이트된
iDRAC확인

iDRAC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거나 시스템 BIOS로 들어가 업데이트
된 BIOS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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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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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의기본표준시간대 260

라이선스가있는경우에도라이선스오류발생 261

"원격으로관리되는 RPS에복제"태스크에서원격콘솔을추가하는동안
Arcserve UDP콘솔에오류가표시됨 262

다른 Appliance를모니터로사용하여 VSB태스크를수행할수없음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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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Linux백업 서버를 연결하지 못함

증상

Arcserve UDP콘솔에서 Linux백업 서버를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이 실패
하고 빨간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

해결 방법

콘솔에서 Linux백업 서버를 연결하지 못할 경우 연결을 분석하여 문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1. Hyper-V관리자를 시작하고 Linux백업 서버 가상 컴퓨터를 연결한
후 로그인합니다 .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ervice network restart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Linux백업 서버에 할당된 IP주소가
192.168.10.2인지 확인합니다 .

ifconfig

4. IP주소가 192.168.10.2이면 Arcserve UDP콘솔로 이동하여 연결하려
는 Linux백업 서버 노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5. IP주소가 192.168.10.2가 아니면 "DHCP MMC에서 문제 해결 "섹션의
지침을 따릅니다 .

DHCP MMC에서 문제 해결

중요 !어플라이언스에서 DHCP서버 서비스가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

1. "서버 관리자 ", "도구 ", "DHCP"를 차례로 선택하여 에서 DHCP MMC
(Microsoft Management Console)를 시작합니다 .

2. "Linux서버 "노드 , "IPV4", "범위 "를 확장하고 아래에 이름이
192.168.10.0인 범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주소 임대 "를 확장하고 다른 임대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

4. Linux백업 서버에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ervice network restart

5. Arcserve UDP콘솔로 이동하여 연결하려는 Linux백업 서버 노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이제 Linux백업 서버가 콘솔에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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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ppliance에서 Arcserve Appliance를 백업할
때 중복 노드가 보고됨

증상

Appliance A에서 Appliance B를 백업할 때 다음 경고 메시지가 활동 로그
에 표시됩니다 .

"다음 노드는 중복되었습니다 : Appliance_B, Appliance_A.그 결과 ,에이전
트 ID가 같아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중복은
노드가 다른 노드 이름 (DNS이름 또는 IP주소 )을 사용하고 추가됐거나
일부 머신이 다른 머신으로부터 복제로 셋업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

사례 1: Appliance B가 Appliance A UDP콘솔에 RPS로 추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 Appliance B에서 UDP마법사를 사용하여 어플라이언스를 구
성하고 "이 장비는 다른 Arcserve UDP콘솔에 의해 관리되는 Arcserve UDP
복구 지점 서버 인스턴스로 작동합니다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1. UDP콘솔의 RPS창에서 Appliance B노드의 데이터 저장소를 중지합
니다 .

2. Appliance B에 로그인하여 [HKEY_LOCAL_
MACHINE\SOFTWARE\CA\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Engine]아래에
있는 노드 ID의 레지스트리 키를 삭제합니다 .

3. Appliance B노드에서 Arcserve UDP에이전트 웹 서비스를 다시 시작
합니다 .

4. Appliance B노드에서 UDP RPS데이터 저장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
니다 .

5. UDP콘솔에서 "노드 ", "모든 노드 "창으로 이동하여 Appliance B노드
를 업데이트합니다 .

6. 복구 지점 서버 창으로 이동하여 Appliance B노드를 업데이트합니
다 .

7. 기존 데이터 저장소를 원래 백업 대상으로 설정하여 Appliance B
RPS로 가져옵니다 .

사례 2: Appliance B가 Appliance A UDP콘솔에 에이전트 노드로만 추가되
는 경우

예를 들어 Appliance A UDP콘솔에서 에이전트 기반 백업 태스크를 통해
Appliance B를 보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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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pliance B에 로그인하여 [HKEY_LOCAL_MACHINE\SOFTWARE\Arcserve
Unified Data Protection\Engine]아래에 있는 노드 ID의 레지스트리 키
를 삭제합니다 .

2. Appliance B에서 Arcserve UDP에이전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3. UDP콘솔에서 "노드 ", "모든 노드 "창으로 이동하여 Appliance B의 노
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Linux백업 서버가 네트워크의 노드와 통신할
수 없음

증상

Linux백업 서버가 네트워크의 노드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

해결 방법

Appliance Windows서버가 네트워크의 노드와 통신할 수 없으면 Linux백
업 서버도 노드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Appliance Windows서버에서 노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
다 .

2. 다음 위치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어댑터 LinuxBkpSvr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연결

3. LinuxBkpSvr가 없으면 다음 위치로 이동하여 플래그 파일
adapterNameChanged.flag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

adapterNameChanged.flag파일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

4. 다음 위치로 이동하여 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 관리를 시작합니다 .

서버 관리자 > 도구 > 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

5. 사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LinuxBkpSvr가 NAT에 추
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LinuxBkpSvr가 이미 나열되어 있으면 여
러 개의 실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다른 서브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Linux백업 서버의 통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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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LinuxBkpSvr가 나열되어 있으면 다음 단
계를 계속합니다 .

6. 다음 위치에서 dhcpdone.flag파일을 삭제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

7. 다음과 같이 명령줄을 사용하여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폴더를 입력하고 resetdhcp.ps1을 실행
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BIN\Appliance>powershell
.\resetdhcp.ps1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Linux백업 서버의 통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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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백업 서버가 네트워크 DNS접미사를 가져
올 수 없음

고정 IP주소를 Appliance Server로 설정할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후 Linux백업 서버가 네트워크 DNS접미사를 올바르게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Linux백업 서버와 UDP콘솔 간의 통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통신 문제 때문에 이 Linux백업 서버를 사용하
여 Linux노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증상

UDP콘솔에서 Linux백업 서버가 연결이 끊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노
드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Linux백업 서버를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노란
색 경고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 IP주소가 Appliance
Server로 설정되면 Linux백업 서버가 네트워크 DNS접미사를 올바르게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Linux컴퓨터에서 /etc/resolv.conf파일을 직접 업
데이트하여 올바른 DNS접미사를 추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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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의 기본 표준 시간대

증상

어플라이언스 전원을 처음 켤 때 선택한 지역에 상관없이 기본 표준 시

간대가 "(UTC-08:00)태평양 표준시 (미국과 캐나다 )"입니다 .

해결 방법

Arcserve Backup Appliance마법사로 이동한 후 편집을 클릭하고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여 표준 시간대를 변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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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오류 발생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도 Appliance에서 라이선스 관련 오류가 발생하
는 경우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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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관리되는 RPS에 복제"태스크에서
원격 콘솔을 추가하는 동안 Arcserve UDP콘솔
에 오류가 표시됨

Arcserve UDP Appliance v6.5업데이트 1에서 원격으로 관리되는 RPS에 복
제 태스크를 추가하고 원격 콘솔 필드에 다른 어플라이언스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IP를 RPS(복구 지점 서버 )로 입력하면 Arcserve UDP콘솔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참고 :이 문제는 Arcserve UDP v6.5업데이트 3이상의 기본 버전이 있는
Arcserve Appliance에서 해결되었습니다 .

오류 메시지 :원격 콘솔을 선택하십시오 .

이 문제는 로컬 콘솔과 원격 콘솔에서 동일한 GUID를 사용할 때 발생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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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원격으로 관리되는 RPS태스크를 지원하려
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로컬 Appliance의 다음 레지스트리 경로에서 GUID를 삭제합니다 .

HKEY_LOCAL_MACHINE\SOFTWARE\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Console\GUID

2. PowerShell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GUID를
삭제합니다 .

$database = 'arcserveUDP'
$server = 'localhost\arcserve_app'
$sqlconn =New-Object System.Data.SqlClient.SqlConnection
$sqlconn.ConnectionString = "Data Source=$server;Initial
Catalog=$database;Integrated Security=SSPI;"
$sqlconn.Open()
$sqlcmd =New-Object System.Data.SqlClient.SqlCommand
$sqlcmd.Connection = $sqlconn
$sqlcmd.CommandText = "delete from as_edge_configuration where
ParamKey='ConsoleUuid'"
$sqlcmd.ExecuteNonQuery()
$sqlconn.Close()

3. 로컬 어플라이언스 컴퓨터에서 UDP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
니다 .

4. 로컬 컴퓨터의 UDP콘솔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노드 "뷰에서 모든 노드를 선택합니다 .

b.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c. 확인을 클릭하여 모든 노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5. 복구 지점 서버 뷰에서 모든 RPS노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
쪽 단추를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모든 RPS노드를 업데
이트합니다 .

두 개의 어플라이언스 컴퓨터 사이에 원격으로 관리되는 RPS에 복제
태스크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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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ppliance를 모니터로 사용하여 VSB태스
크를 수행할 수 없음

Arcserve Appliance v6.5업데이트 1에서 다른 Appliance를 모니터로 사용하
고 VSB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 VSB태스크가 실패하고 다음 오류 메시
지가 활동 로그에 표시됩니다 .

참고 :이 문제는 Arcserve UDP v6.5업데이트 3이상의 기본 버전이 있는
Arcserve Appliance에서 해결되었습니다 .

오류 메시지 :원격 서버 [IP]에 연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포트 = 4090

이 문제는 Appliance모니터와 Arcserve UDP RPS Appliance컴퓨터에 동일한
GUID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

VSB 태스크를 지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Arcserve UDP RPS Appliance의
모든 UDP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
cmdutil.exe /stopall

2. 로컬 Appliance의 다음 레지스트리 경로에서 GUID를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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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Y_LOCAL_MACHINE\SOFTWARE\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Engine\GUID

3.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Arcserve UDP RPS Appliance의
모든 UDP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
cmdutil.exe /startall

4. 로컬 컴퓨터의 UDP콘솔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 "계획 "뷰에서 모든 계획을 선택합니다 .

b.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지금 배포하기를 클릭합
니다 .

c. 확인을 클릭하여 모든 계획을 배포합니다 .

이제 Virtual Standby 태스크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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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 모범 사례

프로덕션 환경에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경우 각 네

트워크 어댑터가 서로 다른 서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

보호할 프로덕션 환경에서 Linux노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ppliance에서 VM Linux-BackupSvr, DHCP서버 서비스 및 RRAS를 중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DHCP서버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Appliance의 동일한 서브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서브 네트워크에서 Appliance와 에
이전트 노드가 둘 다 온라인 상태이면 Appliance와 에이전트 노드
사이에 연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증상

동일한 서브 네트워크에서 Appliance와 에이전트 노드가 둘 다 온
라인 상태인 경우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Arcserve UDP콘솔에서 에이전트 노드에 계획을 배포하면 다
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 노드의 백업 작업이 실패합니다 .

다음과 같이 Appliance에서 에이전트 노드를 ping하여 에이전
트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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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에이전트 노드에서 Appliance호스트 이름을 ping
하면 Appliance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결 방법

Appliance와 에이전트 노드 사이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프로덕션 환경에서 Linux노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ppliance에서 DHCP서버 서비스 및 RRAS서비스를 중지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DHCP서버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
시오 .

Appliance및 에이전트 노드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ppliance에서 수행할 단계 :

1. DOS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 /all을 실행하여
Appliance에서 사용 가능한 IPv4주소를 가져옵니다 .

2. 아래와 같이 DOS명령 프롬프트에서 Route Print를 실행
하여 IPv4 Route Table을 가져오고 다음과 같이 Appliance
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IPv4주소의 순서 목록을 기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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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드에서 수행할 단계 :

1. 다음과 같이 DOS명령 프롬프트에서 Appliance의 사용
가능한 각 IPv4주소를 위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ping하
여 에이전트 노드에 연결된 Appliance의 첫 번째 IPv4주
소를 가져옵니다 .

2.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파일을 수정하여
the_IPv4_got_above Appliance_hostname쌍에 대한 레코드
를 추가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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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hell cmdlets를 사용한 Windows Defender
모범 사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Defender cmdlets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PS C:\> (Get-MpPreference).ExclusionPath

Defender의 제외 경로를 가져옵니다 .

PS C:\> (Get-MpPreference).ExclusionProcess

Defender의 제외 프로세스를 가져옵니다 .

PS C:\> Add-MpPreference –ExclusionPath "full_path_of_the_folder_or_file"

폴더 또는 파일을 제외 목록에 추가합니다 .

PS C:\> Add-MpPreference –ExclusionProcess "full_path_of_executable_
programs"

프로세스에서 연 파일을 제외합니다 .

PS C:\> Remove-MpPreference –ExclusionPath "full_path_of_the_folder"

폴더를 제외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

외부 네트워크에 사전 설치된 Linux백업 서버
구성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DHCP서버를 비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HCP서버를 비활
성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2. RRAS를 비활성화하려면 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를 열고 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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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ux백업 서버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a. Hyper-V관리자를 엽니다 .

b. 새 외부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듭니다 .

c. 새로 만든 외부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하도록 Linux백
업 서버 VM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변경합니다 .

d. Linux백업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여 Linux백업 서버
가 외부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IP주소 및 DNS를 가져
왔는지 확인합니다 .

e. UDP콘솔에서 원래 Linux백업 서버를 제거합니다 .

f.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Linux백업 서버를 UDP콘솔에 다시 추
가합니다 .

호스트 이름 : Linux-BackupSvr

포트 : 8014

Sophos로 보안이 설정된 경우 공장 초기화 이미
지를 바꾸는 모범 사례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를 정품 인증하고 실행한 후에는 기본적으
로 Set Appliance Image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공장 초기화 이미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SetImage.exe실행이
실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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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가 실행 중인 경우 SetImage.exe명령을 실행
하여 공정 재설정 이미지를 바꾸기 전에 이미지가 이미 탑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림과 같이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위 디렉터리 또는 파일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Appliance\mount가 이미 있습니다 .

이미지를 분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폴더를 찾으려면 Windows탐색기를 열고 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Appliance\mount
로 이동합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
>보안 탭 >고급 "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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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재된 폴더의 소유자를 로컬 관리자로 변경하려면 변경 링크
를 클릭합니다 .

고급 보안 설정 페이지에서 폴더 내부의 하위 폴더를 제어하고 하

위 폴더 권한을 상위 폴더의 설정으로 바꾸려면 다음 옵션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하위 컨테이너 및 개체의 소유권 바꾸기

모든 하위 개체 권한 항목을 이 개체의 상속 가능한 권한 항

목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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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탑재 폴더 ,하위 폴더 및 파일의 소
유자가 로컬 관리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3. 이미지를 분리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
다 .

C:\>DISM /unmount-image /mountdir:"C:\Program Files\Arcserve\Unified Data
Protection\Management\BIN\Appliance\mount" /discard

Arcserve Appliance에서 Sophos가 실행될 때 SetImage.exe명령을 실행하
여 공장 초기화 이미지를 바꾸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관리자로 Arcserve Appliance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와 암호를 사용하여 Sophos Central Admin페이지
(https://cloud.sophos.com/manage/)에 액세스합니다 .

{장 번호}장:모범 사례 적용 274

https://cloud.sophos.com/manage/


Sophos로 보안이 설정된 경우 공장 초기화 이미지를 바꾸는 모범 사례

2. "Devices(장치 ) > Servers(서버 )"로 이동한 다음 Arcserve Appliance의
서버 이름을 클릭합니다 .

3. "SUMMARY"(요약 )탭의 "Tamper Protection"(위조 방지 )필드에서
View details(세부 정보 보기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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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how Password"(암호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필드에
표시되는 암호를 기록합니다 .

5. Disable Tamper Protection(위조 방지 비활성화 )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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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지가 꺼집니다 .

6. Sophos Endpoint를 시작한 다음 Admin Login(관리자 로그인 )을 클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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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단계에서 기록해 둔 "Tamper Protection"(위조 방지 )암호를 입력
합니다 .

8. "Settings"(설정 )탭에서 Override Sophos Central Policy for up to 4
hours to troubleshoot(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4시간 동안 Sophos
Central정책 무시 )확인란을 선택하고 Ransomware Detection(랜섬
웨어 감지 )및 Malicious Behavior Detection (HIPS)(악의적인 행동 감
지 (HIPS))옵션을 비활성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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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장 초기화 이미지를 바꾸려면 SetImage.exe를 실행합니다 .
SetImage.exe가 실행되었습니다 .

SetImage.exe를 실행한 후 Sophos의 기본 구성을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
를 수행하십시오 .

1. Sophos Central Admin에서 "Tamper Protection"(위조 방지 )을 활성화
하려면 Enable Tamper Protection(위조 방지 활성화 )을 클릭합니
다 .

2. Override Sophos Central Policy for up to 4 hours to troubleshoot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4시간 동안 Sophos Central정책 무시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

3. Sophos "Settings"(설정 )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몇 분 동안 기다린 후
위조 방지 암호를 사용하여 Sophos Endpoint에 로그인합니다 .

279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Sophos로 보안이 설정된 경우 공장 초기화 이미지를 바꾸는 모범 사례

이제 Sophos "Settings"(설정 )가 기본 설정으로 복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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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간에 중복 제거 데이터 저장소를 만드는

모범 사례

as_gddmgr.exe명령줄 도구를 사용하면 볼륨 간에 데이터 경로를 더 추
가하여 기존 중복 제거 데이터 저장소의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

다 .

볼륨 간에 중복 제거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

시오 .

1. Arcserve UDP콘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한 다음 확장된
데이터 경로 없이 중복 제거 데이터 저장소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저장소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2. 데이터 저장소를 중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저장소 중
지를 참조하십시오 .

3. 명령 프롬프트를 연 후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데이터 저장소의
현재 경로 구성을 표시합니다 .

as_gddmgr.exe -DataPath Display <data store name>

다음 샘플 데이터 저장소에는 X:\볼륨에 기본 데이터 경로 하나가
있습니다 .

4. 중복 제거 데이터 저장소의 저장소 용량을 늘리려면 다음 명령
을 입력합니다 .

as_gddmgr.exe –DataPath Add <data store name> -NewDataPath <new data
folder>

참고 :기본 경로와 모든 확장된 경로가 동일한 볼륨에 있지 않아
야 합니다 .

다음 샘플 데이터 저장소에는 W:\볼륨에 확장된 데이터 경로 하
나가 있습니다 .

5. 필요에 따라 4단계를 반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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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rcserve UDP콘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돌아가 데이터 저장소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저장소 시작을 참조하십시
오 .

{장 번호}장:모범 사례 적용 282

http://documentation.arcserve.com/Arcserve-UDP/Available/7.0/KOR/Bookshelf_Files/HTML/SolG/default.htm#UDPSolnGuide/udp_start_ds.htm%3FTocPath%3DAdding%2520and%2520Managing%2520Destinations|How%2520to%2520Manage%2520a%2520Data%2520Store|_____3




{장 번호 }장 :확인 사항
이 제품의 일부에는 타사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P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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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된 "PuTTY"구성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

구

성

요

소

이

름

PuTTY

구

성

요

소

공

급

업

체

Simon Tatham에 의해 처음 개발됨

구

성

요

소

버

전

0.64

법

적

고

지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icence.html

프

로

젝

트

이

름

Appliance Rhodium

구

성

요

소

유

형

오픈 소스

소

스
http://the.earth.li/~sgtatham/putty/0.64/

285 Arcserve Appliance사용자 가이드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icence.html
http://the.earth.li/~sgtatham/putty/0.64/


PuTTY

코

드

URL
필

요

한

플

랫

폼

Windows 2012 R2, Windows 2016, Windows 2019

구

성

요

소

URL

http://the.earth.li/~sgtatham/putty/0.64/x86/

구

성

요

소

버

전

URL

http://the.earth.li/~sgtatham/putty/0.64/x86/

설

명

어플라이언스 컴퓨터에서 putty.exe를 사용하면 Linux백업 서버와 통신하여
시스템 로캘과 UDP Linux로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

능
어플라이언스

라

이

선

스

텍

스

트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icence.html

PuTTY is copyright 1997-2019 Simon Tatham.

Portions copyright Robert de Bath, Joris van Rantwijk, Delian Delchev, Andreas
Schultz, Jeroen Massar, Wez Furlong, Nicolas Barry, Justin Bradford, Ben Harris,
Malcolm Smith, Ahmad Khalifa, Markus Kuhn, Colin Watson, Christopher Staite,
Lorenz Diener, Christian Brabandt, Jeff Smith, Pavel Kryukov, Maxim Kuznetsov,
Svyatoslav Kuzmich, Nico Williams, Viktor Dukhovni, and CORE SDI S.A.

본소프트웨어를사용 ,복사 ,수정 ,병합 ,발표 ,배포 ,재라이선스및/또는판
매하고본소프트웨어가제공된사람이그렇게하도록허락할수있는권리

를포함하여본소프트웨어를제약없이취급하기위한허가가본소프트웨

어및관련문서파일("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취득하는모든사람에게무
료로다음조건하에부여됩니다 .

위의저작권고지와이허가고지는본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또는실질

적부분에포함되어야합니다 .

이소프트웨어는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및비침해에대한보증을포함
하여(이에국한되지는않음)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어떠한종류의보증도
없이 "현재상태대로"제공됩니다 .어떠한경우에도저작권소유자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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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서든 ,불법행위등에서든본소프트웨어나소프트웨어의사용또는
기타취급으로부터또는이와관련하여발생하는클레임 ,손해또는기타
책임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저

작

권

텍

스

트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ic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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