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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택 Desktop 및 Laptop Option
Symantec Desktop and Laptop Option (DLO)
Symantec Desktop 및 Laptop Option 은 데스크탑 및 랩탑(데스크탑으로 총칭)에 자동 파일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탑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일은 데스크탑의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됩니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되면 파일은 로컬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지정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백업됩니다.
컴퓨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모든 컴퓨터에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제품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파일 수준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시스템 백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DLO 의 새로운 기능
시멘택 LDO 7.0 은 백업 이젝 (BE) – DLO 및 넷백업 (NBU)-DLO 의 단일 버젼이다. 시멘택 DLO 7.0 은 BEDLO 와 NBU-DLO 에 각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본 조항은 이 발매품의 새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관한 것이다.

정비 서버 푸시 인스털
DLO 는 정비 서버의 푸시 인스털을 지원하여 관리 콘솔에서의 보관 위치를 관리한다.
기타 정보 사항에 관하여 데스크탑 에이젼트, DLO 정비 서버의 푸시 인스털을 참조하도록 한다.
원격 DLO 데이터베이스
DLO 는 서버 부품 설치 시간중에 원격 DLO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지원하여 DLO 데이터베이스를 원격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밀어넣는다.
기타 정보 사항에 관하여 원격 DB 설치를 참조한다.
Symantec Live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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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라이브 업데이트가 사용되어 DLO 6.2 에서 DLO 관리 서버로 선택된 보안 부분을 전달하게 된다.
기타 정보 사항에 관하여 넷백업 DLO 를 라이브업데이트로 업데이트하기를 참조한다.
클러스터 지원
DLO 는 DLO 관리 서버의 MSCS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여 시스템대체 작동 기능을 제공한다.
기타 정보 사항에 관하여 데스크탑, 랩탑 선택기능 및 클러스터를 참조한다.

현지화 지원
DLO 7.0 는 현지화 지원을 11 개 국어로서 행하여 영어, 일어, 한국어, 독어, 불어, 중어 간체,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어 번체가 지원되어 왔다.
주의: NBU DLO 6.1 MP5, MP5A, DLO 6.2 는 지원 서비스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기타 정보는 25 페이지의 “데스크탑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변형은 mst 파일의 하나로
설정되어야한다”를 참조한다.

백업이젝 (BE)-DLO 이동
DLO 7.0 은 BE-DLO 를 시멘택 DLO 7.0 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타 정보에 대하여 46 페이지의
“백업이젝 (BE)-DLO 이동”를 참조하도록 한다.
DLO 데스크탑 에이젼트를 목록화하기 위한 명령어 라인 옵션
DLO 7.0 은 새 명령어 선 옵션을 제공하여 DLO 관리 콘솔에 연결된 전체 데스크탑 에이젼트 기기를
목록화한다. 기타 정보는 184 페이지의 “-기기 목록화 명령어”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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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전에
DLO 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설치 이전 고려 사항

항목
도메인 및 Active
Directory

설명
DLO 관리 서버 및 DLO 저장 위치는 Windows 도메인 또는 Active Directory 에 있어야 합니다.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컴퓨터는 Windows 도메인 또는 Active Directory 외부에 있어야
하지만 DLO 관리 서버 또는 저장 위치에 액세스하려면 Windows 도메인 또는 디렉터리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버 로드

DLO 는 네트워크 파일 서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DLO 서버는 빠른 네트워크 연결과
디스크 세트로 구성된 서버입니다. 이러한 DLO 파일 서버 요소들에 비해 CPU 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치되는 단일 DLO 에 백업할 수 있는 Desktop Agent 의 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DLO 의 다중 클라이언트 테스트 결과,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를
실행하는 DLO 서버에 동시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수가 400 개 이상이면 페이징 풀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파일 작업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Windows 2000 이 설치된 DLO 를 사용할 때 이 크기의 백업을 400 개 이상 동시에 실행하도록
DLO 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Windows 2003 과 함께 DLO 를 실행할
경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인증

DLO 관리 콘솔
DLO 가 설치된 DLO 관리 서버에 대한 모든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DLO 관리 콘솔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계정은 도메인 계정이어야 하며 네트워크 공유를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저장 위치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사용되는 모든 원격 서버의 네트워크
공유 및 디렉터리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수행되거나 DLO 리소스를 호스트하는 서버에 표준 도메인 계정 로컬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계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DLO 를 사용하려면 도메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Desktop Agent 사용자는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DLO 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컬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사용자도 DLO 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DLO 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도메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기본적으로 DLO 는 SQL Express 2005 의 고유 인스턴스를 설치합니다. 또한 기존 SQL Express
2005, SQL Server 2000, SQL Server 2005 또는 MSDE 2000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수동으로
DL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격 인스턴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명명된 파이프를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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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DLO 가 고유 SQL Express 인스턴스를 설치할 경우 명명된 파이프는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서버 옵션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SQL Express 2005
장점

•

무료

•

DLO 관리 서버당 1000 개가 넘는 Desktop Agent 를 백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SQL
Express 로 충분합니다.

단점

•

데이터베이스는 단일 프로세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O 가 더
느립니다.

•

DLO 가 이 제한에 도달하는 것은 드물지만 SQL Express 에 대한 테이블 크기는 4GB 가
최대한입니다.

SQL Server
장점

•

1000 Desktop Agent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

SQL Server 에 데이터베이스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점

•

비용. 그러나 각 Desktop Agen 에 대해 SQL Server 클라이언트 라이센스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MSDE
•

무료

•

DLO 관리 서버당 1000 개가 넘는 Desktop Agent 를 백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MSDE 로
충분합니다.

단점

•

데이터베이스의 동시 연결 수는 제한되며 동시 연결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로의 I/O 가 느려지게
됩니다.

•
시간 동기화

DLO 가 이 제한에 도달하는 것은 드물지만 MSDE 에 대한 테이블 크기는 4GB 가 최대입니다.

DLO 관리 콘솔 또는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모든 컴퓨터는 공통 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Windows 시간 동기화 서비스를 구성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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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www.microsoft.com 을 참조하십시오.

방화벽

DLO 는 방화벽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화벽 환경에서 DLO 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VPN 과 같은 원격 연결이 설정된 후에 네트워크 파일 공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파일 공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DLO 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와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데스크탑 컴퓨터 파일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보호되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액세스가 가능해지면 전송됩니다.

DLO 관리
콘솔에 대한
MDAC 지원

DLO 는 MDAC 버전 2.7 및 2.8 을 지원하지만 MDAC 2.8 이 기본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 동안 설치됩니다. MDAC 2.8 이 설치된 경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며 컴퓨터 관리자가
설치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MDAC 2.8 를 설치한 후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음으로
로그온하면 설치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생성됩니다. MDAC 2.7 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MDAC 2.8 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오류를 방지하려면 DLO 설치 세트의 setup.ini
파일에서 REQUIREDMDACVERSION=“2.7”을 추가하여 CmdLine 값을 수정함으로써 MDAC
2.7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
CmdLine=REQUIREDMDACVERSION=“2.7” /l*v %TEMP%\DLOConsoleInstall.log

Desktop
Agent 에 대한
MDAC 지원

Desktop Agent 는 MDAC 버전 2.7 및 2.8 을 지원하지만 MDAC 2.8 이 기본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Desktop Agent 설치 동안 설치됩니다. MDAC 2.8 이 설치된 경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며 컴퓨터 관리자가 설치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MDAC 2.8 를 설치한 후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음으로 로그온하면 설치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생성됩니다. MDAC 2.7 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 오류를 방지하려면 Desktop Agent 설치 세트의 setup.ini 파일에서
REQUIREDMDACVERSION=“2.7”를 추가하여 CmdLine 값을 수정함으로써 MDAC 2.7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
CmdLine=/qf DEFAULTMEDIASERVER=“SERVERNAME” DLODBINSTANCENAME=“DLO”
LAUNCHCLIENT=“1” REQUIREDMDACVERSION=“2.7” /l*v “%TEMP%\DLOAgentInstall.log”

DLO(Desktop and Laptop Option)의 작동 방식
DLO 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DLO 관리 콘솔

•

DLO 데이터베이스

•

DLO Maintenance Service

•

Desktop Agent(Desktop and Laptop Agent)

Desktop Agent 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되고 실행됩니다.
관리자는 DLO 관리 콘솔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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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컴퓨터 그룹의 프로필을 만듭니다. 프로필을 통해 데스크탑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제어하고, 백업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정의하며, 백업 일정을 설정하고, Desktop Agent 의 추가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만듭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는 보호된 데스크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네트워크 상의 위치입니다.

•

자동 사용자 할당을 만듭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은 Desktop Agent 를 설치할 때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저장 위치 및
프로필을 결정합니다.

참고 사용자를 수동으로 DLO 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동 사용자 할당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DLO 에 사용자를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을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를 DLO 에 수동으로 추가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프로필과 저장 위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공유가 이미 있는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여러 사용자를 가져와 동시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 콘솔에서 기록 로그 파일을 보고, 경고를 수신하고, 파일을 데스크탑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는 보호할 대상 데스크탑 및 랩탑에서 실행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할당한 프로필을 구성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Desktop
Agent 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파일을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Desktop Agent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백업을 예약하고, 백업할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파일을 복원하고,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파일 버전을 동기화하고, 백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DLO 구성
DLO 프로필 정보
백업 항목 선택 정보
DLO 저장 위치 정보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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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콘솔의 시스템 요구 사항
다음은 이 버전의 DLO 관리 콘솔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입니다.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항목

설명

운영 체제

•

Microsoft Windows 2003 서버군(32 비트, 64 비트, R2)

•

Microsoft Windows 2008 서버군(32 비트, 64 비트, R2)

•

Microsoft Windows XP Service Pack 1 이상

•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x64 판

•

Microsoft Windows Visata 군(32 비트, 64 비트)

•

Microsoft Windows 7 family 군 (3(32 비트, 64 비트)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 공간
기타 하드웨어

Internet Explorer 5.01 이상(버전 5.5 권장)

Pentium 시스템

필수: 256MB RAM
권장: 512MB 이상
Microsoft Windows 설치 후 150 MB 의 하드 디스크 공간 필요(표준
설치의 경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

CD-ROM 드라이브

•

Windows 에서 지원되는 프린터(선택 사항)

•

마우스(권장 사항)

참고 Windows 도메인 및 Active Directory 는 지원됩니다. Novell E-Directory 및 NIS+와 같은 다른
인증 구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Symantec Desktop and Laptop Option 설치
DLO 를 설치하기 전 설치하기 전에를 검토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DLO 를 설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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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LO 관리 서버는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DLO(Desktop and Laptop Option)을 설치하려면
1. setup.exe 를 실행하여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사용권 계약을 읽고 조건에 동의하면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옵션에서 설치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DLO 설치 유형
설치 유형

설명
DLO 관리 콘솔, 관리 서버 및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합니다. 가장

완료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DLO 관리 콘솔만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컴퓨터에 추가

콘솔

콘솔을 설치할 경우 사용됩니다.
DLO 유지 관리 서버만 설치합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델타 파일

유지 관리 서버

전송 및 저장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델타 파일 전송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DLO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에 설치함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다른 디렉터리에 설치하려면 [변경]을 클릭하고 새 디렉터리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Symantec DLO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DLO 데이터베이스 옵션
데이터베이스
유형
로컬 SQL

설명
DLO 데이터베이스가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MSSQL
$DLO 에 위치한 새 로컬 SQL Express 2005 인스턴스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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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2005
인스턴스
기존 SQL
Server 인스턴스

DLO 데이터베이스가 이 컴퓨터의 기존 SQL Server 2000 또는 2005
인스턴스에 저장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명명된 파이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DLO 가 고유 SQL Express 2005 인스턴스를
설치할 경우 명명된 파이프는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원격 DB 설치

Symantec DLO Console, SQL 서버는 2 개의 다른 기기에 설치된다.
DLO 를 설치 중 SQL 이 설치되는 곳에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제공한다.
DLO 데이터베이스는 원격 기기에 설치된다.
네임드 파이프가 SQL 서버가 설치되는 기기에 작동되어야 함에
주의한다.
네임드파이프가 작동된 이후 SQL 서버와 SQL 서버 브라우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이들 서비스는 도메인 관리 자격증으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컴퓨터 브라우저 서비스가 실해되어야 한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Symantec DLO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DLO 저장 위치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만드는 데 사용할 계정 인증을 입력합니다.
백업 데이터가 저장될 모든 컴퓨터에 로컬 관리자 권한이 있는 도메인 계정이어야 합니다.
14. [다음]을 클릭합니다.
15.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16.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Desktop Agent 배포
DLO 를 설치할 때 Desktop Agent 설치 세트는 설치 디렉터리의 공유에 배치되며 UNC 경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를 Desktop Agent 설치 공유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배포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esktop Agent 배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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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방법
전자 메일
웹 페이지
로그온 스크립트

설명
설치 파일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보내거나 설치 파일을 첨부 파일로 포함합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설치 파일을 게시합니다.

Desktop Agent 를 설치할 명령이 포함되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DLO 를
사용해야 하는 직원의 사용자 등록 정보에 스크립트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로그온할 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로그온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Systems
Management Server
(SMS)
CD-ROM

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Desktop Agent 설치 세트를 데스크탑 컴퓨터에
배포하여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M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D-ROM 의 Desktop Agent 설치 파일을 배포하려면 CD-ROM 에 \\DLO 관리
서버\DLO Agent 공유의 내용을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사용자는 CD-ROM 에서
setup.exe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Desktop Agent 는 DLO 관리 서버와
올바르게 연결됩니다.

관련 항목:
Desktop Agent 설치

Desktop Agent 설치 옵션
Desktop Agent 설치를 특정 필요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되거나, 기본 또는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과 다른 사용자 지정은 DLO Agent 설치 디렉터리에 있는 SETUP.INI 파일을 수정하여 수행됩니다.
Desktop Agent 설치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1. Desktop Agent 설치 디렉터리에서 편집할 SETUP.INI 파일을 엽니다.
2. 아래와 같이 CmdLine= /qf 로 시작하는 값을 수정합니다.
Desktop Agent CmdLine 설치 옵션
원래 명령
Desktop Agent 설치

옵션
/qf term 을 수정하여 Desktop Agent 사용자가 Desktop Agent 설치 중에 보는
인터페이스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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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qf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취소 단추가 제공됩니다.

/qb
기본 진행률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취소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qb!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취소 단추가 없습니다.

/qn
설치는 자동 설치가 됩니다.

참고 완전히 자동으로 설치하려면 SETUP.INI 파일을 수정한 후
“setup.exe /s”를 실행해야 합니다.

기본 미디어 서버
설정
Desktop Agent 시작

[DEFAULTMEDIASERVER]는 설치 후 Desktop Agent 가 연결할 미디어
서버를 지정합니다.

[LAUNCHCLIENT] 옵션은 설치 후 즉시 Desktop Agent 의 시작 여부를
지정합니다.
즉시 시작하려면 LAUNCHCLIENT=”1”을 설정합니다.
즉시 시작을 방지하려면 LAUNCHCLIENT=”0”을 설정합니다.

필수 MDAC 버전
지정

다시 부팅 안 함
로깅 옵션

DLO 는 기본적으로 MDAC 2.8 을 사용합니다. 다음을 추가하여 MDAC
2.7 을 강제 사용합니다.
REQUIREDMDACVERSION=2.7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부팅을 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추가하십시오.
REBOOT=ReallySuppress
*v 변수를 변경하여 로깅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v “%TEMP%\DLOAgentInstall.log”
세부 메시지 기록을 설정하고 지정된 위치에 로그 파일을 만듭니다.

참고 추가 Windows Installer 로깅 옵션은
http://support.microsoft.com/kb/314852/EN-U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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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TUP.INI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예:
자동 설치의 경우 SETUP.INI 파일의 CmdLine 을 다음과 같이 편집합니다.
원래 레이아웃:
CmdLine=/qf FAULTMEDIASERVER=”Desktop3” LAUNCHCLIENT=”1” /l*v
“%TEMP%\DLOAgentInstall.log”
수정한 날짜:
CmdLine=/qn DEFAULTMEDIASERVER=”Desktop3” LAUNCHCLIENT=”1” /l*v “%
TEMP%\DLOAgentInstall.log”
기본 인터페이스는 있지만 설치를 취소하는 옵션이 없는 설치의 경우 SETUP.INI 파일의 CmdLine 을
다음과 같이 편집합니다.
원래 레이아웃:
CmdLine=/qf FAULTMEDIASERVER=”Desktop3” LAUNCHCLIENT=”1” /l*v
“%TEMP%\DLOAgentInstall.log”
수정한 날짜:
CmdLine=/qb! DEFAULTMEDIASERVER=”Desktop3” LAUNCHCLIENT=”1” /l*v
“%TEMP%\DLOAgentInstall.log”

Desktop Agent 수동 강제 배포 준비
Desktop Agent 를 수동으로 강제 배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servername>\DLOAgent 디렉터리에서 다음 파일이 필요합니다.
•

*.mst

•

*.cab

•

DLOBuildInfo.ini

•

*.msi

2. cmdline 키에서 setup.ini 의 값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msiexec 명령을 실행합니다.
/qf DEFAULTMEDIASERVER=”<From setup.INI File>” DLODBINSTANCENAME=”
<FromSetup.INI File>” LAUNCHCLIENT=”1” REQUIREDMDACVERSION=”2.8”
TRANSFORMS=”1033.mst” /l*v “%TEMP%\DLOAgentInstall.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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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값
항목

기본값

DEFAULTMEDIASERVER

DLO 관리 서버 이름. DLO 를 설치하고 DLO 관리 서버를
설치한 컴퓨터의 이름일 때 이 값이 지정됩니다.

DLODBINSTANCENAME

SQL 인스턴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기본값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LAUNCHCLIENT

“1”

REQUIREDMDACVERSION

“2.8”

TRANSFORMS

“1033.mst”

3. 자동 설치의 경우, /qf 를 /qn 으로 바꿉니다. 사용자 작업 없이 설치 진행률을 표시하면서
설치하려면 /qf 를 /qb 로 바꿉니다.
4. MDAC 2.7 이 사용 중인 경우 REQUIREDMDACVERSION=”2.8”을 REQUIREDMDACVERSION
=”2.7”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값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시스템의 MDAC 버전이 REQU
IREDMDACVERSION 값보다 작으면 설치는 실패합니다.
5. 데스크탑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트랜스폼은 mst 파일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1031.mst =독어
1033.mst = 영어
1034.mst =스페인어
1036.mst =불어
1040.mst =이태리어
1041.mst =일어
1042.mst = 한국어
2052.mst =중어 간체(중화 인민공화국)
1028.mst = 중어 번체
1046.mst = 포르투갈 브라질어
1049.mst = 러시아어(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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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랜스폼 특성 사양이 요청되고 인스털러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시작 메뉴 단축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DLO 에이젼트는 선택된 트랜스폼에 상관없이 전체 8 개어로 설치된다.
7. MSI 3.1 은 대상 시스템에 요청되어진다. MSI 3.1 인스털러는
\\<servername>\DLOAgent\WindowsInstaller-KB893803-v2-x86.exe 에 포함된다.

데스크탑 에이젼트와 DLO 정비 서버의 푸시 인스털
본 조항은 데스크탑 에이젼트, DLO 정비 서버의 푸쉬 인스털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전제조건
DLO 에이젼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EP) 버젼 11.0 이상급이 실행되는 컴퓨터에 푸시
인스털하기 위하여 SEP 를 파일과 프린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파일과 프린터 공유 기능은 초기
공장값으로 꺼진 상태가 된다.

다음의 선택 기능을 관리자 서버로부터 원격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

데스크탑 에이젼트

•

DLO 정비 서버

원격 컴퓨터상에 데스크탑 에이젼트, DLO 정비 서버의 푸시 인스털 방법
1. DLO 관리 콘솔을 띄운다.
2. 도구에서 원격 컴퓨터상에 , 정비 서비스의 설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3. 에이젼트, 정비 서비스를 원격 컴퓨터에 설치하기 > 요소 선택하기 로 다음의 요소 중에서 선택한다
• 에이젼트 – 데스크탑 에이젼트를 관리 서버에서 원격 컴퓨터로 푸쉬 인스털할 경우
• 정비 – DLO 정비 서버를 관리 서버에서 원격 컴퓨터로 푸쉬 인스털할 경우
4. 추가하기에 클릭한다
5. 원격 컴퓨터명의 수동 입력에서 다음을 입력한다:
• 이름/IP 주소 – 원격 컴퓨터의 컴퓨터명이나 IP 주소를 입력한다
• 도메인명 – 원격 컴퓨터의 도메인명을 입력한다
• 검색하기 – 검색하기에 클릭한다. 컴퓨터 선택하기에서 요청되는 원격 컴퓨터를 선택한 후 확인에 클릭한다.
이름/IP 주소와 도메인명이 업데이트된다. 또한 원격 컴퓨터 로그온 자격증이 선택된 컴퓨터명과 도메인명과
함께 표시되게 된다.

6. 확인에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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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격 컴퓨터 로그온 자격증에서 다음을 입력한다:
• 사용자명 – 원격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보유하는 계정의 사용자명을 입력한다
• 패스워드 - 원격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보유하는 계정의 사용자명을 입력한다
• 도메인명 – 도메인명이 원격 컴퓨터명의 수동 입력에서 입력한 도메인명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 설치중 컴퓨터에 추가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이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사용한다 – 다음 설치시에 동일한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 이 선택사항을 선택한다. 초기 공장값으로 이 선택사항은 선택되어지지
않는 형태이다.
8. 선택사항을 푸쉬 인스털하고자 하는 전체 원격 컴퓨터에 대하여 4 - 6 단계를 반복하여 준다.
9.

원거리 컴퓨터의 IP 주소를 들일 수도 있다. 목록서를 들이려면 다음을 시행한다:
•

에이젼트/정비 서버를 원거리 컴퓨터에 설치하기>원거리 컴퓨터 선택 창에서 컴퓨터 들이기를 선택한다.

•

원거리 컴퓨터 들이기창에서 목록서 들이기를 클릭한다.

•

전체 원거리 컴퓨터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일정한 .txt 파일을 선택한다.

주의: DLO 에이젼트 기기의 목록서를 포함하는 .txt 파일을 양성하기 위하여 DLOCommandu.exe – ListMachines 명령어를
시행한다. 기타 정보는 184 페이지의 “ -ListMachines 명령어”를 참조한다.
•

또한 원거리 컴퓨터를 브라우즈에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목록서 추가하기를 클릭한다. IP 주소나 컴퓨터명은 컴퓨터 패널에 뜨게 된다.

•

IP 주소나 컴퓨터명을 클릭하여 이 입력란들에 정보를 입력한다.

•

•

사용자명: 원거리 컴퓨터에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계정의 사용자명을 입력한다.

•

패스워드: 원거리 컴퓨터에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계정의 패스워드를입력한다.

•

도메인명: 원거리 컴퓨터명의 수동 입력에 입력한 도메인명을 입력한다.

확인에 클릭한다.

7. 설치하기에 클릭한다.
선택한 요소에 따라(DLO 에이젼트 혹은 DLO 정비) 원격 DLO 에이젼트나 정비 서버는 추가되게 된다.
11. 마치기에 클릭하여 위저드를 나간다.

원격 DLO 에이젼트나 정비 서버를 목록서에서 제거하는 법
1. 원격 DLO 에이젼트나 정비 서버를 제거하기를 선택한다
2. 제거하기를 클릭한다.
‘’<요소>가 표시됨을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창

주의: <요소>는 삭제를 원하는 요소에 따라 원격 DLO 에이젼트나 정비 서버일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3. 네를 클릭한다.
목록서에서 요소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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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DLO 를 라이브업데이트로 업데이트하기
네트백업 DLO 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 버젼을 제공하는 Symantec LiveUpdate 는 수동으로 설치된다.
넷백업 DLO 에서 몇몇 위치의 라이브업데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는 접근이
되지 않는다.
Symantec DLO 는 최신 라이브업데이트 버젼을 설치한다. 라이브업데이트의 이전 버젼이 컴퓨터에서
감지될 경우 Symantec DLO 가 이를 업그레이드한다. 미디어 서버에 설치된 핫 픽스나 서비스팩을 볼 수
있다. 라이브업데이트가 Symantec DLO 미디어 서버에 업데이트를 설치할 경우 또한 윈도우 시스템을
위한 원격 DLO 에이젼트가 있는 컴퓨터가 최신 업데이트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들 업데이트를
Symantec DLO 원격 에이젼트에 푸시인스털하거나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이브업데이트로 라이브업데이트 관리자 유틸러티를 사용할 수 있다. 라이브업데이트 관리자 유틸러티는
관리자가 라이브업데이트를 수정할 수 있게 해 네트워크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시만텍 라이브업데이트
서버로 가기보다는 프로그램과 바이러스 정의 업데이트를 내부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Go to ftp://ftp.symantec.com/public/english_us_canada/liveupdate/luadmin.pdf.로 가기.
라이브업데이트 수동으로 실행하기
업데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LiveUpdate 를 수동으로 원하는 때에 실행할 수 있다. LiveUpdate 를 배치하여
상호작용적 모드나 고속 모드로 실행할 수 있다. 상호작용 모드는 설치하고자 하는 업데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전하게 된다. 고속 모드는 자동으로 넷백업 DLO 업데이트를 모두 설치한다. LiveUpdate 를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 LiveUpdate 문서화를 참조한다.
주의: 초기 공장값으로 LiveUpdate 는 상호작용 모드를 위해 배치된다. 이를 고속 모드로 변경할 경우
LiveUpdate 세션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 변경 사항을 이용하도록 한다.
LiveUpdate 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법
1.

DLO 콘솔에서 도구에 가서 LiveUpdate 를 클릭한다.

2.

시작하기에 클릭하여 넷백업 DLO 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 버젼을 적용시킨다.

3.

취소하기에 클릭하여 넷백업 DLO 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 버젼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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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암호 설정
DLO 관리 콘솔을 처음으로 열 때 복구 암호 마법사가 열립니다. 이 마법사에서 복구 암호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을 경우 DLO 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전 개정판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이전에 복구 암호를
설정한 경우 복구 암호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DLO 는 기존 암호를 사용합니다.
복구 암호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DLO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는 경우 이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한 번 설정되면 이 복구 암호는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의 사용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데이터 무결성 확인
-SetRecoveryPwd 명령
-EmergencyRestore 명령

데이터 무결성 확인
데이터 무결성 검사기는 이전 DLO 백업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를 검사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복원 불가능한 백업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이것은 모든 데이터가 가장 최근의 사용자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음을 확인하고 모든 데이터가 긴급 복원을 위한 올바른 복구 키를 가지도록 합니다.
Desktop Agent 를 업그레이드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관리 콘솔이 열리면
무결성에 대해 검사되지 않은 Desktop Agent 를 확인합니다. 발견된 경우,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데이터
무결성 검사기에 의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해야 할 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검사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마법사]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무결성 검사기]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3. 고급 옵션을 설정하려면 [고급 옵션]을 클릭합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검사기 고급 옵션
항목
[이전에 격리한

설명
이전에 격리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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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 격리(Q)

날짜가 지난 키를 가지는 모든 파일을 격리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격리되지 않고
검사됩니다. 데이터를 격리한 다음 Desktop Agent 가 올바른 암호화
키가 있는 파일의 새 버전을 백업합니다.

이미 확인된 컴퓨터
포함
메시지 출력

이전에 확인되었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사하도록 강제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검사의 자세한 정보를 받으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4. [시작]을 클릭합니다.
5. 검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검사가 오래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사용자가 데이터를 격리하도록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격리하는 고급 옵션을 설정한 후 다시 검사를 실행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복구 암호 설정
-SetRecoveryPwd 명령
-EmergencyRestore 명령

DLO 서비스 인증 변경
DLO 가 설치되면 DLO 관리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 인증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계정은 저장
위치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백업 데이터가 저장될 모든 컴퓨터에서
공유를 만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도메인에 저장
위치를 만들려면 유효한 트러스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DLO 서비스 인증을 변경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서비스 인증 관리]를 선택합니다.

2.

[DLO 서비스 계정 정보 변경]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참조하여 계정 인증을 입력합니다.
서비스 계정 정보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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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서비스 계정 정보 변경(S)
사용자 이름
도메인 이름
암호
암호 확인

DLO 서비스 계정 정보를 변경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계정의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위해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관리자 계정 정보
DLO 관리 서버에 대한 모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DLO 관리 콘솔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계정은 도메인 계정이어야 하며 네트워크 공유를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저장 위치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사용되는 모든 원격 서버의 네트워크 공유 및 디렉터리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복원할 파일을 검색하거나 기록 로그를 보는 경우 DLO 관리 콘솔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인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액세스합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리소스 액세스를 위한 올바른
사용 권한이 없으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로그인한 DLO 관리자가 이 폴더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DLO 에 인증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인증을 입력하면 해당 인증으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액세스되지만 인증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동 사용 권한 관리
DLO 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DLO
관리 서버의 관리자는 [DLO 관리자 계정 관리]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DLO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DLO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면 DLO 관리 서버의 관리자 그룹에 추가되지 않은
사용자도 해당 관리자 계정으로 DLO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DLO 관리자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용자에게 DLO 에 대한 관리 액세스 부여
이것은 DLO 계정 관리를 위한 기본 구성입니다. 개인 목록에 DLO 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목록을
사용할 경우 전체 복원 권한을 가지는 개인과 제한된 복원 권한을 가지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DLO 관리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하는 방법은 개별 계정 목록을 사용하여 DLO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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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DLO 관리자 관리
도메인 그룹을 지정하여 DLO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그룹을 지정할 경우 한 그룹에 전체 복원
권한을 부여하고 두 번째 그룹에 제한된 복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메인 그룹을
선택하거나 도메인 관리자가 새 도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DLO 의 경우 DLOFullAdmin 및 DLOLimitedAdmin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된 관리자 그룹에게는 목록 액세스만을 제공하는 반면 전체 관리자 그룹에게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관리자 읽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사용자 데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보호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액세스할 때 DLO 콘솔은 해당 폴더에서 파일과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콘솔에서 폴더를 액세스할 수 없으면 DLO 는 지정된 도메인 관리자 그룹을
사용하여 액세스해야 하는 파일과 폴더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파일과 폴더를 지정된
DLO 관리자 그룹의 구성원으로 추가함으로써 모든 DLO 관리자가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DLO 권한을 관리하도록 DLO 를 구성하는 방법은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DLO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제한 복원
제한된 복원 기능의 목적은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대체 위치에 복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급 데이터 보안 수준이 제공되므로 DLO 관리자는 데스크탑 사용자의 파일을 대체
위치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 DLO 관리자에게 모든 복원 권한을 부여하여 대체 위치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DLO 관리자에게 제한된 복원 권한이 있을 경우 수행할 수 없는 다른 관리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계정 목록을 사용하여 DLO 권한 관리
DLO 관리 서버의 관리자는 개별 사용자의 DLO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정보에 설명된 대로 전체 또는 제한된 복원 권한을 지정하도록 계정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권한 관리를 위해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DLO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관리를 위해 개인 계정 목록을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하려면
1. DLO 관리 콘솔 [네트워크] 메뉴에서 [관리자 계정]을 선택합니다.
2. [사용 권한]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관리]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관리]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도메인 그룹이 [관리자 계정 관리] 대화 상자에 나열됩니다. 이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면 개별 사용자 계정이 다시 한 번 나열됩니다. 한 유형의 계정 관리에서 다른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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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 설정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DLO 관리자 목록이
있는 데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면, 개인 계정 목록이 저장되고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관리] 체크 박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목록이 다시 한 번 사용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DLO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6 를 계속 진행합니다.

•

기존 DLO 관리자 계정을 수정하려면 [편집]을 클릭합니다. 단계 6 를 계속 진행합니다.

•

기존 DLO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려면 [제거]를 클릭합니다. 단계 7 를 계속 진행합니다.

6. 다음과 같이 관리자 계정을 정의합니다.
관리자 계정 추가 옵션

항목
사용자 이름
설명
참고
관리자에게 모든 복원 권한
부여(G)

설명
관리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DomainName\User Name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 관리자 계정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관리자 계정에 관련된 사항을 입력합니다.

DLO 관리자에게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를 대체 위치에
복원하는 권한을 포함한 모든 복원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참고 데스크탑 사용자 이외의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이 대체 위치에 파일을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두 번 클릭합니다.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DLO 권한 관리
DLO 관리 서버의 관리자는 [DLO 관리자 계정 관리]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DLO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DLO 관리 액세스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DLO 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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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복원 권한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관리자 계정 정보에 설명된 대로 제한된 복원 권한을
가집니다.
또는 권한 관리를 위해 계정 목록을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계정
목록을 사용하여 DLO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관리를 위해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하려면
1. DLO 관리 콘솔의 [네트워크] 메뉴에서 [관리자 계정]을 선택하여 [관리자 계정 관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사용 권한]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관리]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관리]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도메인 그룹이 [관리자 계정 관리] 대화 상자에 나열됩니다. 이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면 개별 사용자 계정이 다시 한 번 나열됩니다. 한 유형의 계정 관리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 설정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DLO 관리자 목록이
있는 데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면, 개인 계정 목록이 저장되고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관리] 체크 박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목록이 다시 한 번 사용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복원 유형 선택
복원 유형
DLO [관리자에게 전체 복원
권한 부여, 도메인 그룹 사용]

설명
지정된 도메인 그룹의 DLO 관리자에게 데스크탑 사용자의
파일을 다른 위치로 복원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전체 복원 권한을
부여하려면 완전한 도메인 그룹을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예: Enterprise\DLOFullAdmins

[DLO 관리자에게 제한된 복원
권한 부여, 도메인 그룹 사용]

지정된 도메인 그룹의 DLO 관리자에게 데스크탑 사용자의
파일을 다른 위치로 복원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제한된 복원
권한을 부여하려면 완전한 도메인 그룹을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예: Enterprise\DLOLimitedAdmins

5. [확인]을 두 번 클릭합니다.

DLO 기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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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DLO 를 시작할 경우 기본값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값은 사용자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 및 전역 설정에 대해 기본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설치할 때 설정된 기본값만 사용하여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를 안전하게 백업 및 복원하도록 DLO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 및 전역 설정에 대한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역 설정에 대한 변경은 즉시 실행되고 모든 Desktop Agent 에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프로필 및 백업 항목 선택 설정에 대한 변경은 새 프로필 및 백업 항목 선택에만 적용되며 기존 프로필 및
백업 항목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 프로필 설정 변경
기본 DLO 프로필 설정을 아래 설명된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설정을 변경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도구 태스크]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3. 등록 정보 창의 [새로운 프로필 기본값]에서 [일반]을 클릭합니다.
4. 일반 프로필 등록 정보에 설명된 대로 옵션을 설정합니다.
5. 등록 정보 창의 [새로운 프로필 기본값]에서 [사용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6. 프로필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 설명된 대로 프로필 사용자 설정 옵션을 설정합니다.
7. 등록 정보 창의 [새로운 프로필 기본값]에서 [일정]을 클릭합니다.
8. 프로필 일정 대화 상자에 설명된 대로 프로필 일정 옵션을 설정합니다.
9. 등록 정보 창의 [새로운 프로필 기본값]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10. 추가 프로필 탭 옵션에 설명된 대로 프로필 옵션을 설정합니다.
기본 백업 항목 선택 설정 변경
아래 설명된 대로 기본 DLO 백업 항목 선택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백업 항목 선택 설정을 변경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도구 태스크]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3. [등록 정보] 창의 [새로운 백업 항목 선택 기본값]에서 [개정판]을 클릭한 다음 백업 항목 개정판
제어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개정판 옵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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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정보] 창의 [새로운 백업 항목 선택 기본값]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5. 백업 항목 선택 옵션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옵션을 설정합니다.
기본 전역 설정 변경
아래 설명된 대로 기본 DLO 전역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전역 설정을 변경하려면
참고 이 설정은 모든 Desktop Agent 에 즉시 적용됩니다.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도구 태스크]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3. [등록 정보] 창의 [전역 설정]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이 전역 옵션을 설정합니다.
전역 설정 옵션
항목

설명

사용 안 함
모든 Desktop Agent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모든 Desktop Agent 가 백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가 Microsoft Outlook PST 파일을

Outlook PST 파일의 증분
증분 백업하지 못하게 합니다.
백업

자세한 내용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증분 백업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가 Lotus Notes 파일을 증분
백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otus Notes NSF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보고서
PDF 형식으로 보고서
생성
HTML 형식으로 보고서
생성

Adobe Acrobat Reader 가 설치된 경우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실행하려면
PDF 형식으로 보고서 생성을 선택합니다. Reader 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는 HTML 형식으로 실행됩니다.
보고서를 html 형식으로 실행하려면 HTML 형식으로 보고서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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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자 로그인 후

이 옵션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 Desktop Agent 시작을 지연할

Desktop Agent 시작 연기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Desktop Agent 시작은 이 옵션이 선택되고
시간(S)
Desktop Agent 디스크
공간 부족 오류 임계값

Desktop Agent 디스크
부족 경고 임계값
Desktop Agent 할당량
부족 경고 임계값

Desktop Agent 를 시작 메뉴에서 시작한 경우에만 지연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이 백분율 이하로 떨어지면 Desktop Agent 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쓰기를 중단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이 백분율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저장 한계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할당된
디스크 공간의 사용 가능한 백분율이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30MB 로 제한되고 할당량 부족
경고 임계값이 10%로 설정된 경우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 3MB 이하이면
경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5. [등록 정보] 창의 [전역 설정]에서 [Desktop Agent 간격]을 클릭합니다.
6. 다음과 같이 Desktop Agent 간격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Desktop Agent 간격 옵션
항목
이전 사용 중인 파일의 백업을
다시 시도하기 전 대기 시간

설명
DLO 가 이전에 사용 중인 파일의 백업을 다시 시도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대기 시간이 작아지면 Desktop Agent 컴퓨터가 사용 중인 파일의
백업을 시도하는 데 더 많은 CPU 시간 및 디스크 I/O 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파일의 백업 횟수가 줄어듭니다.
권장 기본값은 5 분입니다.

이전 실패한 파일의 백업을
다시 시도하기 전 대기 시간

이전 백업에 실패한 파일의 백업을 재시도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대기 시간이 짧아지면 Desktop Agent 컴퓨터가 이전 백업에 실패한
파일의 백업을 시도하는 데 더 많은 CPU 시간 및 디스크 I/O 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파일의 백업 횟수가
줄어듭니다. 권장 기본값은 60 분입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거된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거한 파일의 백업을 보유하는 시간(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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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시간을 증가하면 파일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거된 후 더 오래

파일의 백업 유지 기간

서버에 남아 있게 됩니다. 보존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백업 폴더에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지만 사용자가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거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권장 기본값은 30 일입니다.
기록 업데이트 사이에 대기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기록 업데이트 사이의 최소

작업이 많을 경우 업데이트 사이를 짧게 설정하면 컴퓨터가 기록을

시간

업데이트하는 데 더 많은 CPU 시간 및 디스크 I/O 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이 길게 되면 기록 업데이트의 회수가 줄어듭니다. 권장
기본값은 15 분입니다.

동일한 경고 게시 사이의 최소
시간

동일한 경고의 게시 사이에 대기할 시간(시간)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경고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지정된 시간 간격 동안 한 번만
표시됩니다.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경고 로그가 동일한 경고의 여러 번
게시로 가득차게 됩니다. 권장 기본값은 24 시간입니다.

작업 로그 닫기 및 새 작업
시작하기 사이의 최소 시간

작업 로그를 닫고 새 작업 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작업 로그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면 더 많은 작업 로그가 표시됩니다.
권장 기본값은 30 분입니다.

유지 관리 주기 사이의 최소
시간(C)

유지 관리 주기 사이에 대기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유지 관리 주기 사이의 시간이 짧으면 유지 관리를 실행하는데 더 많은
CPU 시간 및 디스크 I/O 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지 관리 주기는 오래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권장 기본값은 1440 분(24 시간)입니다.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
변경 사항 확인 사이의 최소
시간

Lotus Notes 파일의 변경 사항에 대한 검사 사이의 시간(초)입니다.
시간 줄수록 Lotus Notes 파일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CPU
시간 및 디스크 I/O 가 사용됩니다. 권장 기본값은 30 초입니다.
Desktop Agent 가 다시 시작 요청에 임의로 응답하는 시간(분)을

Desktop Agent 가 요청을 다시
입력합니다.
시작하도록 임의로 응답하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이동되어 많은 수의 Desktop
시간
Agent 가 다시 시작될 경우 Desktop Agent 가 지정된 기간 동안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수의 Desktop Agent 를 동시에 시작하여 DLO 가 오버
로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권장 기본값은 30 분입니다.

7. [등록 정보] 창의 [전역 설정]에서 [사용자 활동 설정]을 클릭합니다.
8. 다음과 같이 사용자 활동 설정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활동 설정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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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데스크탑 컴퓨터와 상호 작용할 때 DLO 가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활동 제한 사용

방식을 결정하려면 [사용자 활동 제한 사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활동은
입력 및 마우스 이동에 기반합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탑 컴퓨터와 상호 작용할 때 DLO 가 사용할 최대 네트워크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대역폭을 입력합니다.

제한

DLO 가 더 이상 작업을 제한하지 않을 사용자 활동 경과 시간(초)을

x 초 동안 사용자 활동이

입력합니다.

없었으면 제한이 제거됨

초당 스캐너 항목 수는 파일 시스템 검색 중에 초당 처리되는 항목 수를

초당 최대 스캐너 항목 수

제한합니다. 파일 시스템 검사는 첫 번째 데스크탑 컴퓨터 백업 중,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 후 또는 변경 저널이 잘린 경우 발생합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가 활성 상태일 때 데스크탑 컴퓨터에 미치는 검사의 영향을
줄입니다.

9. [등록 정보] 창의 [전역 설정]에서 [LiveUpdate]를 클릭합니다.
10. LiveUpdate 기본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LiveUpdate 옵션
항목
Desktop Agent 예약
자동 업데이트 사용
업데이트 확인 시

설명
예약된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려면 [Desktop Agent 예약 자동 업데이트
사용]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사용 가능한 모든 Desktop Agent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

•

Desktop Agent 에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만 통보(업데이트는 설치되거나
다운로드되지 않음)

빈도

주기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빈도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한번

•

매일

•

매주

•

매월

업데이트를 확인할 시간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특정 옵션은 선택한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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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DLO 구성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해 특정 포트를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Server 에서 이미 고정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같은 포트를 사용하여 DLO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DLO 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정 포트를 통한 대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DLO 를 구성하려면
1.

DLO 데이터베이스의 고유 포트 번호를 선택한 다음 svrnetcn.exe 를 사용하여 새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2.

방화벽 밖에서 DLO 관리 콘솔을 실행하는 컴퓨터에 DWORD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DBUse TCP 플래그가 1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레지스트리 키를 DWORD 값으로 만듭니다.

HKLM\Software\Symantec\Symantec DLO\AdminConsole\DBUseTCP
3.

방화벽 밖에서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DWORD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DBUse TCP 플래그가 1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레지스트리 키를 DWORD 값으로 만듭니다.

HKCU\Software\Symantec\Symantec DLO\Client\DBUseTCP 또는
HKLM\Software\Symantec\Symantec DLO\Client\DBUseTCP
4.

단계 2 와 3 에서 수정한 컴퓨터의 DBTcpPort 를 단계 1 에서 설정한 포트 번호로 설정합니다.

5.

수정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DLO 업데이트
DLO 업데이트는 웹 사이트 다운로드 또는 CD 를 통해 Symantec 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Desktop
Agent 설치 세트의 업데이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Desktop Agent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Symantec LiveUpdate 를 사용하여 선택한 보안 패치를 DLO 관리 서버 및 Desktop Agent 에
전달합니다.

DLO 관리 콘솔 업데이트
Symantec DLO 버전 6.0 이상의 기본 설치 디렉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
Symantec DLO 를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할 경우 원래 설치 디렉터리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DLO 이전
버전은 다음 기본 설치 디렉터리를 사용했습니다.
C:\Program Files\VERITAS\NetBackup DLO

C:\Program Files\Symantec\NetBackup DLO
DLO 관리 콘솔을 업데이트하려면
1.

Symantec Desktop and Laptop Option 설치에서 지시하는 대로 DLO 관리 콘솔을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DLO 버전 6.0 이상이 처음 열릴 때 자동 시작하는 복구 암호 마법사를 사용하여 DLO 관리 콘솔을 시작하고
복구 암호를 설정합니다. 복구 암호 마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 암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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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LO 버전 5.0 에서 업데이트할 경우, 데이터 무결성 검사기를 실행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DLO 백업 파일을
검색하고 모든 데이터가 최신 사용자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데이터에 긴급 복원을 위한 올바른
복구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무결성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업데이트
1. 데스크탑 에이젼트를 데스크탑 에이젼트 컴퓨터에서 업데이트한다.
2. DLO 관리 콘솔의 에이젼트와 정비 서비스를 원거리 컴퓨터에 설치하기 선택사양을 사용하여
데스크탑 에이젼트를 업데이트한다. 기타 정보에 대하여 26 페이지의 “데스크탑 에이젼트와 DLO
정비 서버를 푸쉬 인스털하기”를 참조한다.
3.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데스크탑 에이젼트를 업데이트한다.
주의: 명령어 라인 옵션은 윈도우 비스타 이상 버젼에 작동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첫번째 혹은 두번째
선택사양을 대신 사용한다.
DLO 관리 콘솔에서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Desktop Agent 를 업그레이드하려면
1.

업데이트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DLO 관리 서버를 업데이트합니다.

2.

DLO 관리 서버의 명령줄에서 DLO 설치 디렉터리로 변경합니다.
기본 설치 디렉터리:

예
3.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

명령이 실행될 때 반환되는 ID 번호를 기록하고 구성 파일을 추가하도록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하여

DLOCommandu.exe 를 실행합니다.
DLOCommandu -update -add -f “DLOAgent\update_7.0\DLOAgentUpdate_NBU.ini”

참고 구성 파일이 제거되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 위의 명령에서 전체 경로와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샘플 출력:

ID=3
Name=7.0 Update
Updates Symantec DLO Desktop Agent to 7.0
Version=7.0
PromptUser=Yes
ExitAfterLaunch=No
Build=7.00.25a
srcPath=\\a2symms14907\DLOAgent\update_7.0
cmdName=AutomatedAgentUpgrade.exe
cmdArgs=
cmdPath=%DOWNLOADDIR%
4.

게시 명령으로 DLOCommandu.exe 를 실행하여 Desktop Agent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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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Commandu -update -publish -UI y -U 사용자 이름
DLOCommandu -update -publish -UI y -프로필 이름
y 는 단계 3 에서 ‘추가’ 명령이 실행되었을 때 반환된 ID 번호입니다. 사용자 이름 또는 프로필 이름 대신 *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게시합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면 업데이트할 모든 대상 사용자 목록이 반환됩니다. 다음에 Desktop Agent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사용자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update 명령 및 추가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pdate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
자동으로 Desktop Agent 업그레이드 실행
자동으로 Desktop Agent 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중에는 업그레이드를
다운로드하고 시작하라는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표시됩니다.
Desktop Agent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실행하려면
1. Desktop Agent 업그레이드 폴더에서 편집할 DLOAgnetUpdate_NBU.ini 파일을 엽니다.
2. [PromptUser=0]을 설정합니다.
3.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4. Desktop Agent 업데이트에 설명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실행합니다.

NetBackup Professional 에서 DLO 로 업그레이드
NBUP(NetBackup Professional) 에서 Desktop Agent 로의 업그레이드는 버전 3.51.20 이상을 실행하는
NBUP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1.20 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Desktop Agent 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NBUP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메커니즘은 현재 NBUP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Desktop Agent 를 설치합니다.
Desktop Agent 를 설치할 때 NBUP 를 제거하거나 설치된 NBUP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두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옵션은 NBUP 콘솔에서 별도의 업그레이드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부 프로필에서는 NBUP 를 제거하고 다른 프로필에서는 NBUP 를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NBUP 에서 DLO 로 업그레이드하려면 Desktop Agent 설치 세트와 함께 제공된 두 개의 추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

DLO Client(Remove NBUP).VPK 파일에는 시스템을 DLO 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NBUP 를 제거하는 지침 및 실행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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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O Client(Leave NBUP).VPK 파일에는 시스템을 DLO 로 업그레이드하고 설치된 NBUP 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NBUP 가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이도록 버전 번호를 증분하는 지침 및 실행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키 변경을 위하여
선택사양 1:
1. 주요 메뉴에서 도움말 > 시멘택 데스크탑 및 랩탑 선택사양 정보를 선택한다.
2. 라이센스 키 변경하기를 누른다.
3. DLO 라이센스 키를 입력한다.
4. 변경을 누른다.
선택사양 2:
1. 주요 메뉴에서 도움말> 라이센스 키 변경하기를 선택한다.
2. DLO. 라이센스 키를 입력한다.
3. 변경을 누른다

Desktop Agent 에 대한 MDAC 버전 지원
DLO 는 MDAC(Microsoft Data Access Components) 버전 2.7 및 2.8 을 지원하지만 MDAC 2.8 이
기본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Desktop Agent 설치 동안 설치됩니다. MDAC 2.8 이 설치된 경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며 컴퓨터 관리자가 설치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MDAC 2.8 를 설치한 후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음으로 로그온하면 설치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생성됩니다. MDAC 2.7 이 이미 설치된
경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려면 아래 단계 3 에서 만들어진 Upgrades 폴더의 package.ini 파일을 수정하여
MDAC 2.7 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package.ini 파일에서 REQUIREDMDACVERSION=”2.7”을
DefaultRuleXML 줄에 추가합니다.
예:
DefaultRuleXML=<MSIPropertiesAppend>TRANSFORMS=”%%%%LANG_FILE%%%%”
REBOOT=ReallySuppress LAUNCHCLIENT=”0” REQUIREDMDACVERSION=”2.7”
</MSIPropertiesAppend><MSIPropertiesFile>setup.ini</MSIPropertiesFile>

NetBackup Professional 에서 DLO 로 업그레이드하려면
1. 기술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여 NBUP 에서 Desktop Agent 업그레이드를 받습니다. 필요한 두 개의 파일은
DLOAgent_LeaveNBP.vpk 및 DLOAgent_RemoveNBP.vp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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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SQL 서버에서 DLO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기

2. NBUP 서버 또는 NBUP 콘솔이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서 [DLO Client(leave NBUP).vpk] 또는 [DLO Client(remove
NBUP).vpk] 중 적절한 파일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NBUP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NBUP 를 그대로 두거나 제거하는 옵션을 다양한 프로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를 다른 vpk 파일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3. C:\Program Files\Veritas NetBackup Professional\Upgrades 또는 기본이 아닌 다른 위치에 NBUP 를 설치했으면
적절한 위치에 DLOAgent 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듭니다.

4. DLO 관리 서버에 있는 DLOAgent 공유의 전체 내용을 NBUP 서버의 DLOAgent 폴더에 복사합니다.
5. NBUP 콘솔을 시작합니다.
6. Profile properties 를 열고 [Upgrades] 탭을 선택합니다. 적절한 업그레이드(NetBackup Professional 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제거)를 선택한 다음 [Enable this upgrade]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해당 업그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 원하는 다른 옵션을 선택합니다.

7. DLO 로 업그레이드할 각 NBUP 프로필에 대해 단계 6 를 수행합니다.
8. NBUP 를 업그레이드하는 표준 절차를 따릅니다(콘솔에서 “Check for upgrade now”를 선택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새로 고침). 자세한 내용은 NetBackup Professional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설치가 성공적인 경우 NBUP 관리 콘솔의 NBUP 버전은 NetBackup Profe- ssional 이 여전히 설치된
컴퓨터의 경우 9.1.0.0 으로 변경되고 NetBackup Professional 이 제거된 컴퓨터의 경우에는 0.0.0.1 로 변경됩니다.

원거리 SQL 서버에서 DLO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기
기존 설치물이 DLO6.1 MP4, DLO 6.1 MP5/MP5A 혹은 DLO 6.2 이고 DLO 데이터베이스가 원거리 SQL
서버에 설치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DLO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한다.
1. 이전 DLO 데이터베이스 구성품을 데이터베이스 기기에서 제거하기 이전에 새 유틸러티
DLODBRegcreateU.exe 의 올바른 버젼(x86/x64 버젼에 제공)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한다.
DLODBRegcreateU.exe 는 등록키값(문자열)을 양산한다.
a. HKLM\Software\Symantec\Symantec DLO\DB\OldDLODBPath
b. 주의: 관리자 권한을 소지하여야 DLODBRegcreateU.exe 를 시행할 수 있다.
2. 다음 기존 DLO 관리 서버 및 DLO 데이터베이스 구성품을 제거하도록 한다.
3. 설치시 원거리 DLO 데이터베이스 설치 선택사양을 이용하여 시멘택 DLO 로 업그레이드한다.
백업이젝 (BE)-DLO 이동
시멘택 DLO 7.0 은 백업이젝(BE)-DLO 와 넷백업(NBU)-DLO 의 통합 및 독립형식의 버젼이다. BE-DLO
사용자는 시멘택 DLO 7.0 을 BE(BE2012) 후속버젼이 DLO 를 선택적 플러그인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본 조항은 BE-DLO 를 시멘택 DLO7.0 으로의 이동 절차를 설명한다.
선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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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BE-DLO 를 시맨텍 DLO 로 이동하기

백업이젝(BE) 고객은 BE-DLO 를 설치하고 BE DLO 선택사양을 작동시켜야한다.
독립형 BE-DLO 를 시맨텍 DLO 로 이동하기
본 조항은 전 구성품이 동종 기기에 실행될 경우 이동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주의: 이동중 BE SQL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XYZ”)나 지역 SQL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혹은 시멘택
DLO 가 선적한 지역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혹은 기타 사전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 후 DLO 를 BE 콘솔에서 띄울 수 없다.
BE-DLO 를 시멘택 DLO 로 이동하려면
1. 설치 마법사를 시작하기 위해 BE-DLO 설치 기기상에 DLO 7.0setup.exe 를 실행하시요
2. 이동이 완료된 이후 BE-DLO 의 제거가 시작되게 된다. 확인에 클릭하시요.
3. 다음 메시지가 뜨게 된다.
4. BE-DLO 제거가 완료되면 시멘택 DLO 관리 콘솔을 띄운다.
시멘택 DLO 관리 서버 이동이 완료된 경우 이동 이전에 작성된 전체 자료가 이동 이후 보류되었는지
점검하시요.
BE-DLO 에이젼트를 시멘택 DLO 로 이동하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BE-DLO 에이젼트를 시멘택 DLO 로 이동한다.
선택사양 1:
도구에서 에이젼트와 정비 서비스를 원거리 컴퓨터에 설치하기를 선택하거나 DLO 관리 서버가 설치된
원거리 기기로 접근한다. 그리고 setup.exe 를 실행한다. 기타 정보를 위해 26 페이지의 “데스크탑
에이젼트와 DLO 정비 서버를 푸쉬 인스털하기”를 참조하시요.
그림

선택사양 2:
원거리 데스크탑 연결을 사용하여 DLO 에이젼트가 설치된 원거리 기기를 접근한다. DLO 에이젼트
폴더내의 setup.exe 를 실행한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DLO Agent\setup.exe
주의: 에이젼트의 시멘택 DLO 버젼으로 이동될 때 BE-DLO 에이젼트가 프로필 변경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BE-DLO 에이젼트를 시멘택 DLO 에이젼트로 업데이트한다.
BE-DLO 에이젼트를 시멘택 DLO 에이젼트로 DLOcommandu.exe CLI 선택사양을 통해 이동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같은 순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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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한다. 168 페이지의 “-ChangeDB 명령어”를 참조한다.
를 실행한다. 174 페이지의 “-업데이트 명령어”를 참조한다.
를 실행한다. 174 페이지의 “-업데이트 명령어”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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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택 DLO 로의 분배된 배치에서 BE-DLO 를 이동하기
1. BE-DLO 설치 기기상에 를 DLO 7.0 setup.exe 설치하여 설치 마법사를 시작한다.
2.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도록 프롬트가 뜨면 원거리 DLO 데이터베이스 설치 선택사양을 선택한다.
3. IP 주소나 BE-DLO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기기의 호스트명을 입력한다.
주의: BE 를 설치 중에 이 기기가 원거리 데이터베이스로서 선택되었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이 이동
과정이 완료될 수 없다.
4. 이동이 완료된 경우 BE-DLO 삭제를 시작한다.
5. BE-DLO 삭제가 완료된 경우 시멘택 DLO 관리 콘솔을 띄운다.
6. 시멘택 DLO 관리 서버 이동이 완료된 경우 이동 이전에 생성된 전 자료가 이동 이후 보유된
상태인지 점건한다.

시멘택 DLO 로의 클러스터 환경에서 BE-DLO 를 이동하기
시만텍 DLO 7.0 클러스터 환경에서 BE - DLO 를 마이 그 레이션
1. Clusconfig.exe 를 실행하여 BE-DLO 클러스터 배치를 언클러스터한다.
이 유틸러티는 설치 디렉토리에 존재한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DLO\Clusconfig.exe.
주의: 이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시멘택 DLO 설치가 실패하게 될 것이며 다음 에러메시지가
뜨게 된다: “백업 이젝 DLO 콘솔이 클러스터되게 되어 시멘택 DLO 가 동종 기기에 설치될 수 없었습니다.”
2. 언클러스터중 공유 디스크 위치로부터 자료(DLO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호스트된 곳)와 본래 설치
경로(디폴트 -- C:\Program Files\Symantec\Backup Exec\Data) 에 저장된 자료를 덮어쓰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야 한다.
주의: 또한 BE-DLO 를 마법사를 이용하여 언클러스터중 2 개의 팝업 대화가 뜨게 된다: 공유 디스크
자료가 삭제되어야할지를 확인한다.
자료가 지역 노드에 제공되어야할지를 확인한다.
양 경우에 네를 클릭한다.
이로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본래 설치 경로로 다시 복사되어게 된다.
3.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BE_DLO.mdf 및 BE_DLO.ldf 파일을 공유 디스크
폴더에서 시멘택 DLO 가 설치됟는 새 위치로 복사하도록 한다.
C:\ProgramFiles\Symantec\Symantec DLO\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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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멘택 DLO 설치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5. 설치가 완료된 이후 BE 환경을 BE 에서 제공한 Clusconfig.exe 을 실행하여 재배치한다.
6. 시멘택 DLO 클러스터 환경을 시멘택 DLO 에서 제공한 DLOClusconfig.exe 을 실행하여 배치한다.
실행가능한 파일은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DLO\DLOClusconfig.exe. 에 위치한다.
기타 정보는 160 페이지의 “MS 클러스터 서버상에 DLO 배치”를 참조한다.

시멘택 DLO 로의 클러스터 환경에서 BE-DLO 에이젼트 이동하기
도구에서 에이젼트와 정비 서비스를 원거리 컴퓨터에 설치하기를 선택하거나 가상 호스트명을 기초로
네트워크 공유로 접근한 후 setup.exe. 를 실행한다. 기타 정보에 대하여 26 페이지의 “데스크탑
에이젼트와 DLO 정비 서버를 푸쉬 인스털하기”를 참조한다.
DLO 관리 콘솔 사용
DLO 를 시작하면 Symantec DLO 관리 콘솔이 표시됩니다. 관리 콘솔에서 DLO 를 구성하여 데스크탑 백업
및 복원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DLO 구성
DLO 저장 위치 정보
DLO 프로필 정보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

태스크 창 표시
이 옵션을 설정하면 태스크 창이 DLO 관리 콘솔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태스크 창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선택한 보기에 따라 다양합니다.
태스크 창을 표시하려면
•

[보기] 메뉴에서 [태스크 창]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선택되지 않았으면 선택합니다.

DLO 개요 보기 사용
DLO 개요 보기는 시작하기 보기 및 시스템 요약이라는 두 개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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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보기는 DLO 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편리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쉽게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태스크와 관련된 도움말에 액세스할 수 잇습니다.
•

프로필 만들기

•

Desktop Agent 배포

•

저장 위치 만들기

•

기본 설정 및 기본값 설정 구성

•

자동 사용자 할당 만들기

•

경고 및 통보 관리

•

사용자 추가

•

보고서 실행

시작하기 보기에 액세스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개요]를 클릭합니다.
2. [시작하기]탭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요약
시스템 요약 개요는 DLO 관리자에 데스크탑 백업, 서버 상태 및 경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DLO 시스템 요약에 액세스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개요]를 클릭합니다.
2. [시스템 요약] 탭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요약 개요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약
항목

설명

데스크탑 컴퓨터 상태 요약
마지막
백업 결과

DLO 로 보호되는 각 컴퓨터에서 마지막으로 수행된 작업의 완료 상태가 요약 표시됩니다. 마지막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컴퓨터, 경고가 발생한 컴퓨터 또는 마지막
작업이 취소된 컴퓨터의 총 수가 표시됩니다.

•

오류 발생 -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오류가 생성되었습니다.

•

경고 발생 -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경고가 생성되었습니다.

•

취소 - 작업 중에 사용자가 작업을 취소하거나 새로 고쳤습니다.

•

성공 - 경고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도중에 취소 또는 사용자가 새로 고치지 않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참고 경고보다 오류가 우선하므로 오류와 경고가 모두 발생하면 마지막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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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오류 발생]으로 표시됩니다.
보류 중인

DLO 관리자가 요청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복원 작업이 나열됩니다.

작업
경고 요약
활성 경고

DLO 관리자가 지우지 않았고 경고 정비 프로세스에서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경고가 나열됩니다.

서버 요약
서버 상태
서버 로드

각 DLO 서버의 상태가 나열됩니다.
서버 상태는 실행 중 또는 중지일 수 있습니다.
DLO 로 보호 중인 데스크탑의 수와 설치된 Desktop Agent 사용자의 전체 수가 나열됩니다. 일부
사용자가 DLO 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보호하고 있으면 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와 오프라인 사용자 모두 계산됩니다.

DLO 관리 서버에서 DLO 연결
다른 DLO 관리 서버에서 DLO 에 연결하려면 DLO 관리 서버에 대한 모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이면서 또한 도메인 계정인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DLO 관리 서버에서 DLO 로 연결하려면
1. DLO 관리 콘솔 [네트워크] 메뉴에서 [DLO 관리 서버에 연결]을 클릭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DLO 관리 서버 대화 상자 옵션에 연결
항목
서버

설명
연결할 DLO 관리 서버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메뉴에서 DLO 관리
서버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정보
사용자 이름
암호

DLO 관리 서버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가진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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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 계정의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관리자 계정 정보
VMware ESX 4.0 의 DLO 관리 서버를 사용하기
DLO 는 VMware ESX server 4.x. 서버 4.x.의 관리 서버, DLO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시멘택사는
물질적 시스템에 정비 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비 서버를 VM 웨어에 설치하는 것은 수행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최적의 수행기능을 위해 시멘택사는 정비 서버를 다음 위치에서 찾도록 지시한다.
•

파일 서버로서 동종 컴퓨터상

•

파일 서버로서 동종 네트워크상

시멘택사는 저장 위치가 물질적 시스템에 위치하여야 하며 VM 웨어 환경에 있지 않을 것을 권한다. 저장
위치를 VM 웨어에 보유하는 것은 수행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데이터 이동이나 보고와 같은
강도깊은 I/O 활동은 오래걸릴 수가 있다.
가상 환경이 전체 하드웨어 요구사항 및 VM 웨어가 지정하는 권유사항에 맞아야 한다. VM 웨어가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는 알지못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로 가상 기기 하드웨어가 VM 웨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DLO 는 부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다. 지원되는
배치에 관한 정보를 위해 VM 웨어 문서화를 참조하시요.

DLO 구성
사용자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음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1. 백업할 파일, 파일 백업 시기 및 데스크탑 사용자와 Desktop Agent 의 상호 작용 수준을 결정하는 프로필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DLO 프로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할 네트워크 위치를 결정합니다. DLO 의 경우 각 데스크탑 사용자마다 별도의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저장 위치를 사용하면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로 만들 때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각 사용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폴더가 이미 있으면 각 폴더를
DLO 에 개별적으로 추가하거나 목록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LO 저장 위치 정보 및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3. 자동 사용자 할당을 만들어 저장 위치 및 프로필을 새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할당하거나 새 사용자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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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and Laptop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옵션을 선택하여 DLO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LO 구성 마법사는 DLO 를 올바른 순서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시작할 때 항상 이 마법사 표시]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DLO 관리 콘솔을 열 때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또는 아래에 설명된 방법으로 구성 마법사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 마법사에 액세스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시작]에서 [마법사를 사용하여 DLO 구성]을 선택합니다.
3. DLO 관리 콘솔을 시작할 때마다 구성 마법사를 표시하려면 [시작할 때 항상 이 마법사 표시]를 선택합니다.
관련 항목:
DLO 프로필 정보
DLO 저장 위치 정보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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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프로필 정보
프로필은 유사한 사용자로 이루어진 특정 그룹에 대한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기술 사용자 그룹은 백업 항목과 일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는 완전
자동 백업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는 다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백업 파일 및 폴더 선택

•

데스크탑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저장 제한

•

백업 일정

•

Desktop Agent 와 데스크탑 사용자의 상호 작용 수준

•

로깅 옵션

•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

프로필에 개별 사용자만 할당되어야 DLO 관리 콘솔에서 개별 Desktop Agent 사용자의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esktop Agent 사용자가 자신의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필 만들기
데스크탑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기존 IT 환경을 지원하는 새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프로필을 만들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설정 태스크]에서 [프로필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새 프로필] 대화 상자의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일반 프로필 등록 정보

항목
프로필 이름
설명
프로필 사용

설명
새로 만들 프로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필 이름에는 \”
@#$%^&*()=+|/{}’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프로필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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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대역폭 설정
[대역폭 제한(KB/초)(L)]

DLO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대역폭을 제한하면 백업 속도는
느려지지만 백업이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 및 서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기본 제한은 백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약적인
설정이지만 네트워크 속도, 연결 형식, 백업되는 데이터의 양, DLO 에
백업되는 총 컴퓨터의 수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컴퓨터 성능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DLO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다면 대역폭 설정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하는 동안 컴퓨터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값을 낮추면 컴퓨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백업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대역폭 제한(KB/초)]을 선택하고 특정 최대 대역폭 설정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보낼 속도를 제어합니다.
데이터 전송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Outlook PST 파일 또는 Lotus Notes NSF 파일의
증분 백업 중 데이터 전송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대역폭
양보(Y)

데스크탑 컴퓨터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DLO 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DLO 에서 일반 데이터
전송 속도로 다시 데이터를 자동 전송합니다.
대역폭 양보 옵션은 데스크탑 컴퓨터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합니다. DLO 가 현재 총 트래픽의 90% 이상을 사용 중이면
DLO 는 조절되지 않습니다. DLO 트래픽이 데스크탑의 총 네트워크
트래픽 중 90% 아래로 낮아지고 총 트래픽이 연결에 표시된 최대
트래픽의 60% 이상이면 DLO 는 자체 조절되어 사용되지 않는 연결
부분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70%의 총 사용량이 있었던 경우 DLO 는
최대 30%로 자체 조절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에 시스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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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제한(MB) (T) ]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사용(U)

DLO 백업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고
저장에 사용할 공간 크기를 입력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사용]을 선택하면 파일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먼저 복사된 후에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복사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개정판을 유지하지 않도록 DLO 를 구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사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파일이 원래
위치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바로 복사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사용의 장점:

•

개정판이 로컬과 네트워크에 모두 저장되므로 오프라인 보호 기능이
제공됩니다.

•

네트워크보다 로컬 컴퓨터에 파일이 빨리 저장되므로 백업을 위해
파일을 열어 두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장점:

•

로컬 개정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면 백업 파일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의 개정판을
로컬로 저장하도록 백업 항목이 선택된 경우에도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개정판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이 제한된 데스크탑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DLO 관리자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
폴더에 보존된 개정판 수가 0 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DLO 는 여전히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빈 자리 표시자를 만듭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자리 표시자를 볼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빈 자리 표시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되고 저장된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제한(D)]

DLO 백업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을
제한합니다.

총 디스크 공간 비율(%)(C)
이 옵션을 선택하고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는 비율을 로컬 드라이브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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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B)(M)
이 옵션을 선택하고 크기(MB)를 입력하여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최대 크기를 제한합니다.

참고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면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의 오버로드를 방지할 수
있지만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공간 제한에 도달한 경우
백업 실행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6. [백업 항목 선택]탭에서 프로필의 사용자에게 적용할 백업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프로필의 백업 항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새 백업 항목 선택을 만들면 모든
프로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필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변경하면 백업 항목 선택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백업 선택 항목을 삭제해도 해당 백업 항목 선택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7. [사용자 설정]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참고 사용자에게 다음 설정 중 일부를 변경할 권한이 주어진 경우 새 설정은 해당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동일한 프로필에 지정된 다른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항목
Desktop Agent 디스플레이
상태(D)

설명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데스크탑 사용자와 Desktop Agent 간의
상호 작용 수준을 결정합니다.

•

전체 인터페이스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데스크탑 사용자가 모든
Desktop Agent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상태만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데스크탑 사용자가 백업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데스크탑 사용자는
Desktop Agent 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거나 상태 이외의 옵션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는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상태 보기를 열거나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만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에 Desktop Agent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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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사용자는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음. 이 옵션을 선택하면 Desktop Agent 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는 Desktop Agent 를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음 작업 허용

아래 옵션을 선택하면 데스크탑 사용자가 다음 Desktop Agent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위의 [전체 인터페이스 표시]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원

이 옵션을 선택하면 프로필의 사용자는 백업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파일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백업 항목 선택을

프로필의 사용자가 백업 항목 선택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합니다.

옵션을 사용하여 프로필에서 DLO 관리자가 선택한 백업 항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외되는 폴더를 백업할 백업 항목 선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사용자가 특정 폴더를 백업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정보, 표준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 또는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 수정

프로필의 사용자가 프로필에 대한 DLO 관리자가 만든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정보 또는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를 참조하십시오.

백업 항목 개정판 정책 설정

프로필의 사용자가 개정판 정책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자 지정

선택하지 않으면 이러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개정판 제어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백업 항목 암호화 설정 변경

프로필의 사용자가 백업 파일의 암호화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항목 압축 설정 변경

프로필의 사용자가 백업 파일의 압축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필 로깅 설정 사용자 지정

프로필의 사용자가 프로필 로깅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필 전자 메일 설정 사용자

프로필의 사용자가 프로필의 메일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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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이동

프로필의 사용자가 로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정비 정책 설정 변경

프로필의 사용자가 정비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동기화

프로필의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모든 컴퓨터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동기화를 참조하십시오.

로컬 디스크 할당량 사용자

프로필의 사용자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 파일을

지정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일정 수정

프로필의 사용자가 파일이 백업되는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작업 일정 옵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정책을 사용자

프로필의 사용자가 연결된 기본 정책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정책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예약/수동 작업 취소

프로필의 사용자가 예약되거나 수동으로 시작된 작업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작업은 다음 예약된 시간에 다시 실행됩니다. 수동
작업은 수동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을 일시 중단 또는 취소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일시 보류

프로필의 사용자가 지정된 시간 동안 작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을 일시 중단 또는 취소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사용 안 함

프로필의 사용자가 트레이 아이콘에서 Desktop Agent 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된 Desktop Agent 를 다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작업

이 프로필의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작업하도록 Desktop Agent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상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DLO 에서 사용한 암호화된 암호 사용자가 인증 실패 시 자동으로 미디어 서버 또는 저장 위치에 인증할
저장

수 있도록 하려면 [DLO 에서 사용한 암호화된 암호 저장]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사용자가 로컬 또는 교차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DLO 리소스에 인증하기 위해 도메인
인증이 필요한 계정을 사용할 때 DLO 가 DLO 리소스에 인증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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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및 경고 표시 안 함(S)
사용자가 오프라인이 될 경우
다음 지정 기간 후 자동으로

사용자가 Desktop Agent 와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을 경우 오류 및 경고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Desktop Agent 를 수동으로 오프라인 상태로 위치한 후 사용자가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되돌아갈 시간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전환
사용자가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Desktop Agent 를 비활성화한 이후

사용자가 작업을 일시

작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Desktop Agent 를 활성화할 시간을

중단하거나 Desktop
Agent 를 비활성화한 경우

입력합니다.

지정한 시간 이후 자동으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Desktop Agent 를
활성화합니다.
8. [일정] 탭을 클릭합니다.
9.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프로필 일정 대화 상자
항목

설명

백업 실행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W)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TFS 드라이브에서는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백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FAT 드라이브의 경우 [다음 시간 간격으로 변경된 파일 백업] 필드에 백업
간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A)

사용자 지정된 일정에 따라 파일을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일정 편집]을 클릭하여 백업 일정을 구성합니다. 백업 일정은 단계 10 에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시작할 때

데스크탑 사용자가 파일의 백업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그아웃/다시 시작/시스템 종료 옵션
아무 것도 하지 않음

백업이 필요한 파일이 있더라도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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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작업이 완료될 때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에게 작업
실행 여부 묻기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기 전에 DLO 에서 백업 실행
여부를 묻도록 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에게 작업 실행 여부 묻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시 작업 실행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기 전에 메시지 없이 대기 중인
파일을 백업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즉시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정에 따라 작업
실행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고 일정에 따라 파일을
백업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일정에 따라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로그인 시 작업
실행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고 메시지 없이 다음 로그인 시
작업을 실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로그인 시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0. 이전 단계에서 [일정 편집]을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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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일정 대화 상자
항목
다음 요일에 실행

설명
파일을 백업할 요일을 선택합니다.

빈도
한 번 실행(R)
다음 간격으로

선택한 날짜의 지정된 시간에 단일 백업을 실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날짜에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백업을 실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실행(E)
시작(O)

끝(N)

[다음 간격으로 실행]을 선택한 경우 백업을 시작할 시간 간격의 시작 시간을
선택합니다.
[다음 간격으로 실행]을 선택한 경우 백업을 시작할 시간 간격의 끝 시간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필드에는 백업이 시작되는 시간대의 끝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
시간에 백업이 진행 중인 경우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다음 기간동안
백업 작업 시작(B)

백업 작업의 시작 시간을 분산시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DLO 는
지정한 정확한 시간에 모든 백업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간을 지정한
간격으로 분산시켜 서버와 네트워크의 작업량을 배포합니다.

11.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12.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참고 파일 복사, 파일 정비, 오류 및 경고 등의 이벤트는 DLO 에 의해 기록되며 DLO 관리
콘솔에서 경고 모니터링의 설명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프로필 옵션
항목

설명

로그 파일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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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최소 보관 일수(K)

로그 파일을 보관할 최소 일수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일수가 지나기
전까지는 로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로그 파일의 총 크기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모든 로그
파일의 총 크기 설정을 초과하지 않으면 로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최소 보관 일수가 지난 다음
전체 크기(MB)가 초과되면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 삭제(D)

초과될 경우에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을 삭제하게 되는 모든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를 입력합니다.

참고 [로그 파일 최소 보관 일수] 설정에 지정된 일수보다
오래된 로그 파일이 없으면 지정된 양(MB)보다 많은 로그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로깅 옵션
정비 메시지 기록(G)
백업 정보 메시지 기록(B)
경고 메시지 기록(W)

정비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모든 백업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경고를 생성한 모든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메일 옵션
Outlook PST 파일의 증분 백업
사용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PST) 파일의 증분 백업을 사용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PST 파일이 열려 있는 동안 백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증분 백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ST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Outlook 에서
구성된 PST 파일이 완전히 백업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Outlook 을 닫을 때 발생합니다.
Outlook PST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참고 DLO 가 PST 파일의 증분 백업을 수행하려면 Microsoft
Outlook 이 기본 메일 응용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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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기화된 파일은 증분 백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30 분 이후마다 아웃룩 PST

MS 아웃룩 개인 폴더 파일의 VSS 백업을 작동하기 위해 체크 상자를

파일의 VSS 백업을 작동

선택하시요
주의: 이 기능은 DLO 에이젼트의 6.1MPS 이상 버젼에 적용이 가능하다.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증분 백업을 사용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선택합니다.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otus Notes NSF 파일

증분 백업 사용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Lotus Notes NSF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13. [연결 정책] 탭을 선택하여 특정 연결 유형에 대해 백업을 해제하거나 제한합니다.
14. [추가]를 클릭합니다.
15. 새 연결 정책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연결 정책 추가/편집
항목

설명

연결 유형
전화 접속
IP 주소 범위

전화 접속 연결을 사용하여 백업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전화 접속]을 선택합니다.
특정 IP 주소 범위에 대한 백업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IP 주소 범위]를 선택합니다.
지정한 IP 주소 범위에 [있거나] [없는] 컴퓨터에 연결 정책을 적용할지
지정합니다.
IPv6 또는 IPv4 를 선택하거나 연결 정책에 대한 IP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참고 IPv6 주소는 Windows XP 이상의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되고
Windows 2000 에서 실행 중인 Desktop Agent 에 대해서는 강제
실행되지 않습니다. Windows 2000 컴퓨터의 Desktop Agent 에
대해서는 IPv4 주소를 사용하는 추가 연결 정책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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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백업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구성을 선택하여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합니다.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연결 정책 설정 구성의 자세한
내용은 연결 정책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동작
네트워크 백업 사용 안
함(N)
다음 크기 이상의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백업 비활성화(G)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제한
일정에 따라 정책 강제
실행 창

사용자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네트워크
백업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백업은
계속됩니다.
사용자가 연결 유형에 따라 지정된 크기보다 큰 파일을 백업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백업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파일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제한]을 선택하고 값(KB/sec)을 입력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을 지정된 값으로 제한합니다.

연결 정책을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하도록 하려면 [일정에 따라 정책 강제
수행 창]을 선택합니다.
정책이 적용될 시간을 설정하려면 [일정]을 클릭합니다. 일정은 매주 또는 특정
날짜 범위 동안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6.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백업 항목 선택 정보
DLO 관리 콘솔에서 경고 모니터링
Desktop Agent 설정 수정

프로필 복사
새 프로필을 만들 때 새 프로필에 필요한 구성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는 기존 프로필의 복사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새 데스크탑 사용자 그룹에 맞추어 복사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복사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복사할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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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사]를 클릭합니다.

5.

새 프로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새 프로필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필 수정
사용자 그룹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그에 맞게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로필을 수정하면 해당 프로필의 사용자는 작업을 취소하고 설정을 로드하며 백업 엔진을 다시
시작하고 백업 항목 선택 트리를 검사해야 합니다.
프로필을 수정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수정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필요에 따라 프로필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새 프로필 만들기

백업 항목 선택 정보
백업 항목 선택은 데스크탑에서 백업할 파일과 폴더를 지정합니다. 프로필 내 DLO 관리자가 선택한 백업
항목을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한 DLO 관리자가 데스크탑 사용자에게 충분한 권한을
제공한 경우 데스크탑 사용자는 백업 항목 선택을 만들거나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항목 선택은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쉽게 사용자 지정됩니다. 각 백업 항목 선택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백업될 경로를 지정합니다.

•

하위 폴더, 파일 유형 또는 특정 폴더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것을 선택합니다.

•

백업 항목 선택에서 각 파일에 대해 유지되는 개정판 수, 개정판이 저장되는 빈도, 백업 파일을 유지할 기간에 대한 지시
사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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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의 변경된 부분만 전송하도록 백업 항목 선택을 구성합니다.

•

전송 및 저장할 때 파일을 압축하거나 암호화합니다.

•

원본 파일이 삭제된 후 백업 파일을 유지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주의 Symantec 시멘택사는 강력히 데스크탑과 랩탑의 백업 항목을 선택할 때는 디스크 공간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로컬 복사본 개수가 많으면 Desktop Agent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드라이브를 백업이나 동기화용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항목:
기본 백업 항목 선택
프로필에서 기본 백업 항목 선택 제거
백업 항목 추가
일반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 정의
백업 항목 선택에서 파일 또는 폴더 포함 및 제외
개정판 제어
백업 항목 선택 옵션 설정
백업 항목 선택에 DLO 매크로 사용
백업 항목 선택 수정
백업 항목 선택 삭제

기본 백업 항목 선택
기본적으로 DLO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및 폴더를 백업하도록 구성됩니다. 추가 백업 항목 선택을
추가하거나 기본 백업 항목 선택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백업됩니다.
기본 백업 항목 선택
백업 항목 선택

설명

내 문서

내 문서에 있는 모든 파일

내 즐겨찾기

Internet Explorer 즐겨찾기

Outlook PST 파일

기본 위치에 있는 PST 파일

바탕 화면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파일

Notes 파일(다중 사용자)

다중 사용자 설치를 위한 Lotus Notes 데이터

Notes 보관(다중 사용자)

다중 사용자 설치를 위한 Lotus Notes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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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파일(단일 사용자)

단일 사용자 설치를 위한 Lotus Notes 데이터

Notes 보관(단일 사용자)

단일 사용자 설치를 위한 Lotus Notes 보관

나의 음악

나의 음악내 전 파일

나의 사진

나의 사진내 전 파일

나의 비디오

나의 비디오내 전 파일

참고 기본 백업 항목 선택은 응용 프로그램이 기본 경로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설치할 동안
사용자 지정 경로가 사용되거나 이후 수정된 경우 백업 항목 선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백업 항목 선택을
사용자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필에서 기본 백업 항목 선택 제거
기본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은 대부분의 DLO 설치에 적합합니다. 어떤 경우 기본 백업 항목 선택을
제거하거나 바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기본 백업 항목 선택을 제거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수정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백업 항목 선택] 탭을 클릭합니다.
6. 사용하지 않을 백업 항목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백업 항목 추가
프로필에 대해 백업 항목 선택을 새로 만들면 해당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다른 모든 프로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항목을 추가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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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창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추가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등록 정보] 대화 상자의 [백업 항목 선택] 탭을 클릭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NTFS 사용 권한이나 백업된 파일 또는 폴더의 압축이나 암호화와 같은 디렉터리 특성을 사용자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설정은 백업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파일을 복원한
후에 이러한 설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Microsoft Outlook PST 파일에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PST 파일의 복원 후 암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7. 표시된 메시지를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

백업될 이름, 설명 및 폴더를 포함하여 일반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일반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백업 항목 선택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백업 항목 선택에서 파일 또는 폴더
포함 및 제외를 참조하십시오.

•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개정판 제어를 설정하려면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개정판 제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델타 파일 전송, 암호화 및 압축 옵션을 설정하려면 백업 항목 선택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9. [확인]을 두 번 클릭합니다.

일반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 정의
백업 항목 선택을 만들 때 백업될 이름, 설명 및 경로는 백업 항목 선택 일반 대화 상자에서 지정됩니다.
백업 항목 선택이 만들어지면 이름, 설명 및 백업 경로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절차 중 하나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

백업 항목 추가

•

백업 항목 선택 수정

2.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일반 대화 상자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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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백업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백업 항목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폴더, 대상
사용자 그룹, 백업 항목의 용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업할 폴더
폴더 이름 입력

백업 항목에 특정 폴더를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폴더의 경로를
폴더 이름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 드라이브의 MyData 폴더를
추가하려면 C:\MyData 를 입력합니다.

참고 백업 항목 선택에 따라 백업되는 폴더를 정의하는 매크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에 DLO 매크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미리 정의된 폴더
선택

제공된 목록에서 미리 정의된 폴더를 선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미리 정의된 폴더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에 DLO 매크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하위 폴더 포함(I)

지정한 디렉터리의 모든 하위 폴더를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서 파일 또는 폴더 포함 및 제외
모든 파일 및 폴더를 포함하거나, 특정 파일 및 폴더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각 백업 항목 선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포함하거나 제외할 특정 파일 유형 또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 제외 필터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 백업에서 파일 및 폴더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 유형이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전역 제외 항목] 대화 상자에서 이러한 전역 제외 항목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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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기본 설정
전역 제외 필터 구성
백업 항목 선택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1. 다음 절차 중 하나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

백업 항목 추가

•

백업 항목 선택 수정

2.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포함/제외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포함/제외 대화 상자
항목

설명

모든 파일 형식 포함
아래 나열된 항목만 포함 및
제외(N)

모든 파일 형식을 이 백업 항목 선택에 포함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파일이나 파일 유형만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와일드카드 포함이 추가되어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모든 파일을 백업합니다.

3. [포함/제외] 목록에 필터를 추가하려면 단계 2 에서 [아래 나열된 항목만 포함 및 제외]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포함 추가] 또는 [제외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제외 추가]를 선택하면 이 제외에 해당하는 이전에 백업된 모든 파일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포함 추가 필터 또는 제외 추가 필터 대화 상자 옵션

항목
필터

설명
포함하거나 제외할 파일 또는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업 항목 선택에서 파일 확장명이 .mp3 인 모든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mp3 를 입력하고, 백업 항목 선택에서 특정 파일 이름이 있는 모든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unimportant.txt 를 입력합니다.
[확장명]을 선택하여 주어진 파일 확장명이 있는 모든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미리 정의된 필터를 선택합니다.

설명

이 포함 또는 제외 필터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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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을 선택하여 이 필터를 파일에 적용합니다.

•

[폴더]를 선택하여 이 필터를 폴더에 적용합니다.

•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하여 이 필터를 파일 및 폴더 모두에 적용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정판 제어
개정판은 특정 시점의 파일 버전입니다. 백업 항목 선택을 만들 때 개정판 설정을 구성합니다. 파일이
변경되고 백업되면 DLO 는 새 개정판을 저장합니다. DLO 는 백업 항목의 모든 파일에 대한 특정 수의
개정판을 저장 및 관리합니다. 백업 항목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백업 항목에 유지되는 개정판의
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판의 수가 초과되면 DLO 는 가장 오래된 개정판을 제거하여 데스크탑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지정된 수의 개정판만 유지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유지될 개정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문서를 자주
백업하는 경우 모든 개정판의 시간 차이가 몇 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4 시간 간격으로 두 개의
개정판만 유지하고 최소 간격을 120 분으로 지정하면 오래된 개정판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간 버전은 유지되지 않지만 오래된 개정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유지할 개정판의 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저장 공간의
크기입니다. 백업에 필요한 공간 크기는 유지할 개정판의 수와 보호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각 파일의 개정판을 3 개 유지하고 백업할 데이터 크기가 10MB 인 경우 개정할 때마다 파일 크기가
동일하면 약 30MB 의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압축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파일 형식과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축률이 약 2:1 이므로 앞의 예제에서 최대 디스크 사용 공간은 약 15 MB 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일 정비
Desktop Agent 는 새 개정판이 만들어지면 백업 항목 선택 설정에 따라 개정판을 정비합니다. 새 개정판이
만들어져 제한 수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개정판이 삭제됩니다. 개정판 관리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계 2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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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정비는 삭제된 파일의 백업을 제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24 시간마다
실행됩니다. 유지 관리 정비는 마지막 유지 관리 정비 시점으로부터 24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백업 작업 동안 이루어집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개정판 제어 설정
각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유지되는
개정판 수가 지정되고, 이 개정판 수를 특정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추어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판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개정판 제어를 설정하려면
1. 다음 절차 중 하나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

백업 항목 추가

•

백업 항목 선택 수정

2.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개정판 제어] 탭에서 데스크탑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모두에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개정판 제어
항목

설명

개정판 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백업 항목 선택에 포함된 각 파일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유지할 개정판의 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Outlook PST 파일 또는 Lotus Notes NSF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제한

지정된 시간 동안 유지될 개정판의 수를 제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지정합니다.

•

[개정판]. 유지할 버전의 수를 선택합니다.

•

[지난 X 시간 이내]. 버전을 유지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

[최소 X 분 간격]. 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각 백업 간의 최소 간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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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 개정판이 만들어져 이러한 제한 중 하나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개정판이 삭제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다음으로 제한

백업 항목 선택에 포함된 각 파일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유지할 개정판의 수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유지될 개정판의 수를 제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지정합니다.

•

[개정판]. 유지할 버전의 수를 선택합니다.

•

[지난 X 시간 이내]. 버전을 유지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

[최소 X 분 간격]. 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각 백업 간의 최소 간격을
선택합니다.

참고 새 개정판이 만들어져 이러한 제한 중 하나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개정판이 삭제됩니다.

개정판 수명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지정 일 수보다
오래된 모든 개정판 폐기(D)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지정 일 수보다
오래된 모든 개정판 폐기(C)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개정판이 삭제될 일 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가장 최신의 개정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개정판이 삭제될 일 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가장 최신의 개정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백업 항목 선택 옵션 설정
DLO 백업 항목 선택은 이후 델타 파일 전송, 압축 및 암호화 옵션을 설정하여 사용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원본 파일이 삭제된 후 백업 파일을 보관할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절차 중 하나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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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항목 추가

•

백업 항목 선택 수정

2.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옵션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옵션
항목
델타 파일 전송

설명
파일을 백업할 때마다 파일의 변경된 부분만 전송되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됩니다. 또한 델타 파일 전송은 압축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유지
관리 서버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압축

파일이 백업될 때마다 이 백업 항목 선택의 파일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및 데스크탑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저장을 위해 압축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한 후 만들어진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저장된 파일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또한 델타 파일 전송도 압축을 사용합니다.

암호화

파일을 전송할 때 암호화하고 이 백업 항목 선택의 파일을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전송 및 저장된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저장된
파일은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와 128 비트 길이의 키가 사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 버전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는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됩니다.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다음 위치에서 백업된 파일도 삭제:
다음 일 수 후
데스크탑 사용자

데스크탑에서 원본 파일을 삭제한 후 DLO 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파일 버전을 삭제할 때까지의 일 수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폴더
다음 일 수 후
네트워크 사용자

데스크탑에서 원본 파일이 삭제된 후 DLO 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파일 버전을 삭제할 때까지의 일 수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폴더에서
3. [확인]을 클릭하여 백업 항목 선택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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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항목 선택에 DLO 매크로 사용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폴더 이름 입력] 필드에 매크로를 입력하여 특정 폴더를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 입력] 필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일반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매크로가 지원됩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 사용되는 폴더 매크로
백업 항목 선택 매크로

백업한 폴더

%LOCALFIXEDDRIVES%

모든 로컬 고정 드라이브

참고 DLO 에서는 이동식 미디어를 백업할 수 없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나 CD-ROM 을 백업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CHINENAME%

데스크탑 사용자의 컴퓨터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 C:\documents\%machinename% represents

C:\documents\UsersMachineName.
%CURRENTUSERNAME%

현재 로그온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 로컬 관리자가 컴퓨터에 로그온한 경우

C:\documents\%currentusername%은
‘C:\documents\Administrator’를 나타냅니다.
%CURRENTUSERPROFILE%

C:\Documents and Settings\current user profile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파일 및
폴더

%CURRENTUSERMYDOCS%

로그온한 사용자의 내 문서 디렉터리.

%CURRENTUSERFAVORITES%

로그온한 사용자의 즐겨찾기 디렉터리.

%CURRENTUSERPRINTHOOD% 로그온한 사용자의 프린터 디렉터리.
%CURRENTUSERNETHOOD%

로그온한 사용자의 네트워크 위치 디렉터리.

%CURRENTUSERDESKTOP%

로그온한 사용자의 바탕 화면 디렉터리.

%CURRENTUSERRECENT%

로그온한 사용자의 최근에 사용한 파일 디렉터리.

%PROGRAMFILES%

Windows Program Files 디렉터리.
예: %PROGRAMFILES%\lotus\notes\data\archives

%LOCALAPPDATA%

Windows 로컬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디렉터리.

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이름>\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
다음과 같은 미리 정의된 폴더 매크로를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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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미리 정의된 폴더 매크로
폴더 이름

미리 정의된 폴더 매크로

백업한 폴더

내 문서

%CURRENTUSERMYDOCS%

로그온한 사용자의 내 문서 디렉터리.

데스크탑

%CURRENTUSERDESKTOP%

로그온한 사용자의 바탕 화면 디렉터리.

즐겨찾기

%CURRENTUSERFAVORITES%

로그온한 사용자의 즐겨찾기 디렉터리.

프린터

%CURRENTUSERPRINTHOOD%

로그온한 사용자의 프린터 디렉터리.

네트워크

%CURRENTUSERNETHOOD%

로그온한 사용자의 네트워크 위치 디렉터리.

최근 사용

%CURRENTUSERRECENT%

로그온한 사용자의 최근에 사용한 파일 디렉터리.

모든 로컬 고정 드라이브

%LOCALFIXEDDRIVES%

모든 로컬 고정 드라이브

참고 매크로를 사용한 경로를 입력할 경우 백슬래시(\)가 매크로 뒤에 즉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LOCALFIXEDDRIVES%\Documents 를 입력하면 백슬래시(\)가 하나 더 추가되어 Desktop
Agent 백업 항목 선택 고급 보기에 “x:\\Documents”로 표시됩니다. Desktop Agent 백업 항목 선택 표준
보기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매크로를 입력하는 올바른
방법은 %LOCALFIXEDDRIVES%Documents 입니다. x:\Documents 로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백업 항목 선택 수정
DLO 관리 콘솔에서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수정할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백업 항목 선택] 탭을 클릭합니다.
6. 수정할 백업 항목 선택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보기에서는 [일반] 탭의 [폴더 이름 입력] 필드가 흐리게 표시됩니다. 이 필드의
경로가 길어 화면에 다 표시되지 않는 경우 커서를 경로 위에 잠시 놓아 두면 전체 경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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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하면 이 선택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필이 변경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로 백업 항목 선택을 변경합니다.
일반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 정의
백업 항목 선택에서 파일 또는 폴더 포함 및 제외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개정판 제어 설정
백업 항목 선택 옵션 설정
9. [확인]을 두 번 클릭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삭제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려면 먼저 백업 항목 선택을 사용 중인 프로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필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면 모든 프로필에서 해당 백업 항목 선택이 삭제됩니다.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면 백업 버전은 원본 파일이 삭제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삭제됩니다. 그런 다음
백업 항목 선택에 지정된 일 수가 지나면 정비됩니다.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창에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삭제할 백업 항목 선택이 포함된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백업 항목 선택] 탭에서 삭제할 백업 항목을 선택합니다.
6. [삭제]를 클릭합니다.
7. [예]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백업 항목 선택 옵션

델타 파일 전송 사용
델타 파일 전송 기능을 사용하면 백업 데이터의 증분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할 경우
초기 백업은 전체 파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후속 백업은 변경된 파일의 부분만 전송하여 필요한 대역폭을
줄이고 백업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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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파일 전송에서 파일 제외
델타 파일 전송은 특정 프로그램 또는 파일 유형에 제한되지 않지만 특정 파일 유형을 제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들 파일 유형은 이 기술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제외가 델타 파일 전송에 대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파일 유형은 이미 많이 압축된 상태입니다. 델타 파일 전송에서 파일
제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역 제외 필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오프라인 작업
델타 파일 전송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백업 파일을 전송하고 저장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백업 파일은 델타를 사용하여 저장되지 않습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가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경우 로컬 개정판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완전히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다시 온라인으로 작업하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델타 파일
전송이 사용됩니다.

델타 파일 전송 요구 사항
델타 파일 전송은 DLO 유지 관리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저장 위치에서 이전 델타
개정판의 삭제를 관리합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델타 파일 전송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DLO 가 설치될 때 설치됩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하나만 필요하지만 대규모 설치에서 각 저장
위치 호스트(파일 서버)당 하나의 유지 관리 서버가 있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DLO 가 설치될 때 기본적으로 DLO 관리 서버에 설치됩니다. DLO 관리 서버가 또한
저장 위치 호스트인 경우에는 유지 관리 서버를 구성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서버 기술 정보 및 팁
Desktop Agent 는 유지 관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Windows RPC 명명된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유지 관리
서버가 작동하려면 명명된 파이프 트래픽이 DLO 클라이언트와 유지 관리 서버 사이에서 언제라도
차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델타 개정판의 롤오프 작업은 상당한 대역폭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유지 관리 서버는
저장 위치를 호스트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지 관리 서버를 저장 위치 서버와 동일한 컴퓨터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 관리 서버는 NAS 장치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지 관리 서버는 저장 위치에 연결된 높은
대역폭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하나 이상의 저장 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항상 유지 관리 서버와
동일한 컴퓨터에 있는 저장 위치를 관리합니다. DLO 콘솔에서 추가 저장 위치 호스트(예: 파일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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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도록 유지 관리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서버는 위임을 사용하여 원격 저장 위치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할 유지 관리 서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항목 선택에 델타 파일 전송 사용
델타 파일 전송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델타 파일 전송에 설명된 대로 [백업 항목 선택 옵션]
탭에서 [델타]를 선택하여 지정된 백업 항목 선택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 서버가 서버 자체가 아닌 다른 대상에 있는 파일 서버를 관리할 경우 위임할 유지 관리 서버
구성에 설명된 대로 위임을 위해 유지 관리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델타 파일 전송은 압축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기본 압축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압축 설정을 [델타]로 변경하면 모든 새 백업 항목 선택이 기본적으로 델타 압축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LO 기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새 유지 관리 서버 추가
새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한 후 유지 관리 서버를 DLO 에 추가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서버를 DLO 에
추가하면 파일 서버 다시 지정에 설명된 대로 관리할 파일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유지 관리 서버를 추가하려면
1. 새 유지 관리 서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기본 유지 관리 서버는 DLO 와 함께 설치됩니다. 또한 NetBackup Desktop and Laptop
Option 설치에 설명된 대로 설치 유형으로 [유지 관리 서버]를 선택하여 독립 실행형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DLO 콘솔의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태스크 관리]에서 [유지 관리 서버]를 클릭합니다.
4.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유지 관리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로 이동합니다.
6. 이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위임할 유지 관리 서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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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서 호스트하는 저장 위치를 관리하도록 구성될 때 Desktop Agent 를 실행
중인 데스크탑 사용자 대신 이러한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유지 관리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구성은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참고 Active Directory 관리 위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Microsof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technet/prodtechnol/windowsserver2003/technologies/directory/activedirectory/
actdid1.mspx

위임을 위해 유지 관리 서버를 구성하려면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메인은 Windows 2000 이상입니다. NT 4 도메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Desktop Agent 사용자의 계정 및 유지 관리 서비스의 계정은 모두 동일한 포리스트에 있어야
합니다.

•

Desktop Agent 사용자 및 컴퓨터 계정은 상호 트러스트된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

데스크탑 및 서버 운영 체제는 Windows 2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데스크탑 사용자 계정이 위임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의 계정이 위임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3. 서버 프로세스 계정이 위임을 위해 트러스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 프로세스 계정이 위임을
위해 트러스트되었는지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탑 사용자의 계정이 위임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확인
이 프로세스는 데스크탑 에이전트 사용자의 계정을 위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의 계정이 위임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도메인 컨트롤러에 로그온합니다.
2.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프로그램], [관리 도구]를 차례로 가리킨 다음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도메인에서 [사용자] 폴더를 클릭합니다.
4. 위임할 사용자 계정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계정] 탭을 클릭합니다.

77

DLO 프로필 정보

6. [계정 옵션] 목록에서 [계정이 기밀이고 위임될 수 없음]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서버 프로세스 계정이 위임을 위해 트러스트되었는지 확인
이 프로세스는 유지 관리 서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 계정이 클라이언트 계정을 위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 프로세스 계정이 위임을 위해 트러스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예: 윈도우 서버 2003 기기에서
1.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도메인 컨트롤러에 로그온합니다.
2.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프로그램], [관리 도구]를 차례로 가리킨 다음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컴퓨터]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4. 유지 관리 서버가 실행되는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5. [일반] 탭에서 [위임을 위해 컴퓨터 트러스트]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유지 관리 서버 변경
DLO 를 설치하면 유지 관리 서버가 설치되고 기본 유지 관리 서버로 설정됩니다. 새 저장 위치는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기본 유지 관리 서버에 지정됩니다. 새 저장 위치를 기본적으로 다른 유지 관리 서버에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유지 관리 서버를 변경하려면
1. DLO 콘솔의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태스크 관리]에서 [유지 관리 서버]를 클릭합니다.
3. [유지 관리 서버] 목록에서 기본값으로 설정할 유지 관리 서버 상자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비 서버를 별도로 삭제하기
정비 서버를 삭제할 때 정비 서버의 입력은 여전히 관리 콘솔내에 남아야 한다.
정비 서버의 입력은 수동으로 관리 콘솔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정비 서버의 입력을 삭제하려면
1. 도구>정비 서버 관리하기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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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하려는 정비 서버의 체크 상자를 선택한다.
3. 삭제를 선택한다.
주의: 디폴트 정비 서버의 입력이 관리 콘솔에서 삭제될 수 없다.
유사하게 정비 서버를 관리 콘솔에서 추가한 이후 정비 서버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정비 과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파일 서버 다시 지정
파일 서버를 DLO 에서 인식되는 다른 유지 관리 서버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저장
위치를 만들 때 해당 위치는 자동으로 기본 유지 관리 서버에 지정됩니다. 이 위치를 다른 유지 관리 서버로
다시 지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서버를 다시 지정하려면
1. 새 유지 관리 서버가 설치 및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태스크 관리]에서 [유지 관리 서버]를 클릭합니다.
4. 현재 파일 서버를 관리하는 유지 관리 서버를 선택합니다.
5. [편집]을 클릭합니다.
6. 다시 지정할 파일 서버를 선택합니다.
7. [다시 할당]을 클릭합니다.
8. 드롭다운 메뉴에서 새 유지 관리 서버를 선택합니다.
9. [확인]을 세 번 클릭합니다.

DLO 저장 위치 정보
저장 위치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위치입니다. DLO(Desktop and
Laptop Option)에서는 각 사용자의 데이터를 두 개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먼저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 및 복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도
추가로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고급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 서버를 백업할 때 파일을 보조 미디어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을 통해 사용자가 DLO 에 자동으로 지정되면 자동 사용자 할당 설정에서 지정된 저장
위치에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간에 네트워크 공유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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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으면 DLO 에 수동으로 사용자를 추가할 때 해당 네트워크 공유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공유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사용하는 경우 저장
위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DLO 에서는 NTFS 볼륨에 있는 저장 위치 또는 FAT32 볼륨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Share$”와
같은 숨김 공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숨김 공유는 DLO 관리 콘솔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동으로
만들고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 위치로 숨김 공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저장 위치 구성
다음 표에는 DLO 저장 위치에 대해 지원되는 구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장 위치 구성 지원
설명
모든 DLO 관리 서버 플랫폼
Windows 2000 NAS/SAK NAS 장치
로컬 DLO 관리 서버 직접 연결 저장 장치
SAN
Windows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NAS 장치(Quantum,

지원됨

지원 안 됨

X

X

X

X

X

Network Appliance 등)
FAT, FAT32 및 NTFS 파티션을 저장 위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X

FAT 와 FAT32 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을 저장 위치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etWare 3.1x, 4.x 또는 E-Directory 저장 위치
UNIX 파일 시스템 또는 UNIX 시스템의 SAMBA 공유

X

X

저장 위치로 숨김 공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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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에서는 NTFS 볼륨의 저장 위치 또는 FAT32 볼륨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Share$”와
같은 숨김 공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숨김 공유는 수동으로 만들고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숨김
공유는 DLO 관리 콘솔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숨김 공유는 FAT 기반 저장 위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용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숨김 공유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드라이브 유형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

NTFS 볼륨에 대한 공유 사용 권한
관리자

모든 권한, 변경, 읽기 허용

모든 사람

모든 권한, 변경, 읽기 허용

NTFS 볼륨에 대한 보안 사용 권한
관리자

모든 권한

모든 사람

읽기 및 실행 허용
폴더 내용 보기 허용
읽기 허용

특수 보안 사용 권한 또는 고급 설정

폴더 탐색/파일 실행 허용
폴더 목록/데이터 읽기 허용
특성 읽기 허용
확장 특성 읽기 허용
사용 권한 읽기 허용

NTFS 볼륨에 대한 고급 보안 사용 권한
관리자

모든 권한 허용

모든 사람

폴더 탐색/파일 실행 허용
폴더 목록/데이터 읽기 허용
특성 읽기 허용
확장 특성 읽기 허용
사용 권한 읽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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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볼륨에 대한 공유 사용 권한
관리자

모든 권한, 변경, 읽기 허용

소유자

모든 권한, 변경, 읽기 허용

전체 관리자 그룹

모든 권한, 변경, 읽기 허용

제한된 관리자 그룹

읽기 허용

DLO 저장 위치 만들기
저장 위치는 하나의 DLO 관리 서버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DLO 관리 서버가 동일한 저장
위치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하나의 관리 서버에서 저장 위치를 삭제하면 나머지 관리 서버에서 더 이상
해당 저장 위치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장 위치는 Windows 도메인이나 Active Directory 상에 있어야 합니다.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컴퓨터는 Windows 도메인 또는 Active Directory 외부에 있어야 하지만 DLO 관리 서버 또는 저장 위치에
액세스하려면 Windows 도메인 또는 디렉터리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Desktop Agent 가 시작될 때
도메인 인증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본 파일이 NTFS 볼륨에 있으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도 NTFS
포맷이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이 NTFS 볼륨에 있고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FAT 또는 FAT32 볼륨에 있으면 [복원] 화면과 [복원 검색] 화면에 중복된 항목이
표시됩니다. 파일이 중복되어 나타나면 그 중 아무 파일이나 선택하여 복원하면 됩니다.
저장 위치를 만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없거나 자동 사용자 할당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새 저장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저장 위치를 만들 때 오류가 발생하면 MSSQL$DLO 라는 서비스의 로그인 계정에 디렉터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위치의 사용 권한을 변경합니다. Windows 서비스 제어판을
사용하여 MSSQL$DLO 인스턴스의 로그인 계정을 변경합니다. DLO 를 설치할 때 도메인 계정을 지정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DLO 저장 위치를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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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장 위치를 만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click [파일 서버]를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설정 태스크]에서 [저장 위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저장 위치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항목
컴퓨터 이름
경로

설명
저장 위치를 만들 컴퓨터 이름을 입력하거나 컴퓨터를 찾아봅니다.

저장 위치를 만들 컴퓨터 위치를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참고 저장 위치는 DLO 관리 서버와 동일한 도메인 또는 DLO 관리
서버의 도메인을 트러스트하는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저장 위치 이름
요약

저장 위치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에 \”@#$%^&*()=+|/{}’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필드에는 이 저장 위치에 지정된 새 사용자에 대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위치와 형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저장 위치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DLO 는 %USERDOMAIN% 변수와 %USERNAME% 변수를 사용하여 저장
위치에 할당된 각 사용자의 실제 폴더 경로를 확인합니다. DLO 는 사용자의
도메인과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고유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이름을 만듭니다. 사용자가 저장 위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온하면 다른 도메인 인증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변수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DLO 저장 위치에 대해 원격 Windows 공유 또는 NAS 장치 구성
원격 Windows 공유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 장치에 DLO 저장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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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관리 서비스가 원격 시스템의 전체 관리자일 때 저장 위치를 만들려면
1. DLO 5.1 MP1 이상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DLO 서비스에 사용되는 계정 인증이 원격 저장 위치 또는 NAS 장치에 대한 전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원격 저장 장치 또는 NAS 장치에서 DLO 에 사용될 볼륨에 드라이브 문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공유 만들기 및 이름 지정은 하드웨어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DLO 관리자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새 저장 위치를 생성합니다. 찾아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저장 위치를 생성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효한 경로와 DLO 서비스
계정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우 2
DLO 관리 서비스가 관리자 수준 사용자로 실행되지 않지만 DLO 관리 그룹에 기존 공유에 대한 적절한
권한 수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경우의 저장 위치 구성 방법
1. 관리자 계정 정보에 설명된 대로 기존 도메인 그룹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DLO 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DLO
관리자 권한 자동 부여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도메인 그룹을 제공합니다. 모든 DLO 관리자
권한에 대한 그룹 및 제한된 DLO 관리자 권한에 대한 그룹 등 두 그룹을 제공합니다.
2. 관리자 계정 관리 대화 상자에서 계정 관리자에 적절한 도메인 사용자 계정을 추가합니다.
사용자에게 전체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경우 [관리자 계정 추가] 대화 상자에서 “관리자에게 모든
복원 권한 부여”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용자 외에도 DLO 관리 서비스에 모든 복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관리자 또는 관리자와 동등한 사용자 권한을 사용하여 원격 저장 위치에 폴더를 만듭니다.
4. 새 폴더를 공유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공유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체 DLO 관리자 그룹이 폴더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으며 제한 DLO 관리자 그룹이 수정 권한이
있도록 폴더의 보안 사용 권한을 수정합니다.
6. DLO 콘솔을 사용하여 새 저장 위치를 만듭니다. 방금 만들어진 폴더에 대해 컴퓨터 이름,
드라이브와 경로 및 공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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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장 위치를 만들 동안 찾아보기 단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로세스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7. 필수 필드에 내용을 모두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8. DLO 관리 서비스가 DLO 저장 위치를 호스트하는 서버에 대한 전체 관리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생성된 저장 위치는 DLO 관리 콘솔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작업을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저장 위치를 수동으로 제거하려면
a. 저장 위치에 있는 모든 사용자를 이동하거나 삭제합니다.
b. 서버에서 저장 위치 공유 및 폴더를 수동으로 제거합니다.
c.

DLO 관리 콘솔에서 저장 위치를 삭제합니다.

DLO 저장 위치 삭제
DLO 저장 위치를 삭제하려면 먼저 저장 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자동 사용자 할당을 삭제하고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설정] 보기에서 [사용자] 또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선택하면 사용자나 자동 사용자
할당과 관련된 저장 위치가 나열됩니다.
참고 저장 위치가 원격 컴퓨터의 기존 공유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DLO 에 전체 컴퓨터 권한이 없을
경우, 관리 콘솔에서 저장 위치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저장 위치를 제거하려면 먼저 저장 위치 공유를
삭제한 다음 관리 콘솔에서 저장 위치를 삭제합니다.

저장 위치를 삭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파일 서버] 옆에 있는 ‘+’를 클릭하여 파일 서버 목록을 확장합니다.
3. 선택 창에서 저장 위치가 있는 파일 서버를 클릭합니다.
4. 결과 창에서 삭제할 저장 위치를 클릭합니다.
5.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6. [예]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
자동 사용자 할당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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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자동 사용자 할당은 데스크탑에서 Desktop Agent 를 처음 실행할 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은 프로필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DLO 에서 자동으로 구성한 각 사용자에게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DLO 관리 콘솔에서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를 DLO 에 수동으로 추가한 경우 저장 위치와 프로필은 DLO 관리자가 선택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사용자 할당은 도메인 및 그룹에 기반하거나 Active Directory 설정을 사용하여 데스크탑 사용자에게
지정됩니다. 사용자는 둘 이상의 자동 사용자 할당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Desktop Agent 를 처음 실행하면 Desktop Agent 사용자의 도메인 및 그룹 인증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할당부터 시작하여 자동 사용자 할당의 인증과 비교하여 검사됩니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 사용자 할당에 지정된 공유와 프로필이 새 사용자에게 지정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을 수정하더라도 이미 구성된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으로
구성된 새 사용자만 새 설정을 사용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우선 순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사용자 할당 만들기
자동 사용자 할당은 도메인 및 그룹 설정 또는 Active Directory 설정을 기준으로 Desktop Agent
사용자에게 지정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은 사용자에게 지정되는 저장 위치 및 프로필을 결정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을 새로 만들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자동 사용자 할당]을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설정 태스크]에서 [사용자 할당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옵션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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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할당
사용자 할당 이름
도메인 및 그룹을
사용하여 할당
도메인
그룹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할당
구성

자동 사용자 할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이름에 \”
@#$%^&* ()=+|/{}’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를 도메인 및 그룹에 기반한 자동 사용자 할당과
일치시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자동 사용자 할당을 적용할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이 자동 사용자 할당을 적용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를 Active Directory 설정에 기반한 자동 사용자
할당과 일치시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구성] 단추를 클릭하여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사용자 할당을
구성합니다. Active Directory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계
5 를 참조하십시오.

저장 위치/프로필
저장 위치
프로필
5.

선택한 도메인과 그룹의 사용자에게 할당할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도메인 및 그룹의 사용자에게 할당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4 에서 사용자 할당을 구성하는 데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개체 대화 상자

항목
개체
위치(LDAP 디렉터리)

설명
자동 사용자 할당에 대해 유일한 옵션은 [사용자]입니다.

LDAP 디렉터리를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참고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을 선택할 때 사용자
계정을 보관하는 특정 디렉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
그룹 디렉터리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규칙을 만들고 있는

87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특정 사용자 계정 디렉터리를 검색하거나 정확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디렉터리의 모든 개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 디렉터리의 모든

연결 정책을 지정된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개체에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연결 정책을 입력된 기준에 일치하는 지정된 디렉터리의 개체에만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체에 한함(M)
특성
조건
값
6.

드롭다운 메뉴에서 특성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특성을
입력합니다.
적절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 <, <> 및 >가
포함됩니다.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완료할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지정하는 데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수정
자동 사용자 할당을 수정하면 수정 내용은 수정한 후 할당에 추가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Desktop Agent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Desktop Agent 사용자에 대한 설정은 DLO 관리 콘솔의 [설정] 보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사용자 등록 정보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사용자 할당을 수정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자동 사용자 할당]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수정할 자동 사용자 할당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5. 자동 사용자 할당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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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 변경
자동 사용자 할당을 만들면 DLO 는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사용자가 여러 도메인 및 그룹의 구성원일 때
사용할 자동 사용자 할당을 지정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자동 사용자 할당]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우선 순위를 변경할 자동 사용자 할당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설정 태스크]에서 [우선 순위 높이기] 또는 [우선 순위 낮추기]를 선택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등록 정보 보기
자동 사용자 할당을 보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자동 사용자 할당]을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자동 사용자 할당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삭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을 삭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자동 사용자 할당]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할 자동 사용자 할당을 클릭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5. [예]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자동 사용자 할당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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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용자 할당 수정
자동 사용자 할당의 우선 순위 변경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
Desktop Agent 사용자 등록 정보 수정

전역 제외 필터 구성
DLO 전역 제외 옵션으로 백업에서 제외할 파일이나 압축, 암호화 또는 델타 파일 전송으로 백업하지 않을
파일의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 또는 특정 전자 메일 폴더를 백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역 제외 기능은 제외가 구성된 DLO 관리 서버에 백업하는 모든 Desktop Agent
사용자의 프로필 백업 선택 및 사용자 생성 백업 선택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외할 파일은 Desktop Agent 의 고급 보기에 있는 [포함/제외] 탭 및 DLO 관리 콘솔의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포함/제외] 탭에 나열됩니다. 전역 제외 목록에 구성된 항목은 선택 목록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의 전역 제외를 추가하면 이 전역 제외와 일치하는 이전 백업이 모두 삭제됩니다.

전역 제외를 구성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전자 메일 지정
압축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암호화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DLO 매크로를 사용하여 전역 제외 정의

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파일 및 폴더 전역 제외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모든 백업에서 제외될 파일 및 폴더 또는 파일 및 폴더
유형을 지정합니다.
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를 지정하려면
1. DLO 관리 콘솔의 [도구] 메뉴에서 [전역 제외]를 선택합니다.
2. [파일/폴더]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 파일 및 폴더 전역 제외가 나열됩니다.
3. 특정 크기보다 큰 모든 파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모든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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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한 날짜 이전에 수정된 모든 파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날짜 이전에 수정된 모든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5. 새 파일/폴더 전역 제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전역 제외 추가 필터 대화 상자
항목
필터

설명
이 필터는 전역 제외에 의해 백업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를 결정합니다. 제외할
파일의 파일 이름, 와일드카드 또는 매크로를 입력합니다.
예:
와일드카드: *.tmp
파일 이름: pagefile.sys
매크로: %WINDIR%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별표 (*) 와일드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설명
적용 대상

전역 제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전역 변수를 파일에 적용할지, 폴더에 적용할지 아니면 파일과 폴더 모두에
적용할지를 나타냅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전역 제외 필터를 편집하려면 [편집]을 클릭한 다음 위의 단계 5 에 설명된 대로 구성합니다.

8.

전역 제외 필터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필터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전자 메일 지정
전자 메일 전역 제외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전자 메일 유형을 지정합니다.
참고 Lotus Notes 전자 메일은 첨부 크기 또는 유형으로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VSS 기반
PST 백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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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백업에서 제외할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을 지정하려면
1. DLO 관리 콘솔의 [도구] 메뉴에서 [전역 제외]를 선택합니다.
2. [전자 메일] 탭을 선택합니다.
3. 특정 크기보다 큰 모든 백업 첨부 파일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모든 첨부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이 기능은 Lotus Notes 전자 메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지정한 날짜 전에 받은 모든 백업 메시지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날짜 이전에 받은 모든 메시지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5. 새 전자 메일 전역 제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전역 전자 메일 제외 필터 추가 대화 상자
항목
파일 유형 첨부(A)

설명
이 필터는 전역 제외에 의해 백업에서 제외될 첨부 파일 유형을 결정합니다.

참고 Lotus Notes 전자 메일은 첨부 유형으로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필터는 파일 이름 또는 와일드카드일 수 있습니다.
예:
와일드카드: *.tmp
파일 이름: pagefile.sys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별표 (*) 와일드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메일 폴더 이름(F)
설명

백업에서 제외할 메일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전역 제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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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역 전자 메일 필터를 편집하려면 변경할 필터를 클릭합니다. [편집]을 클릭한 다음 위의 전역
전자 메일 제외 필터 추가 대화 상자테이블에 설명된 대로 구성합니다.
8. 전역 전자 메일 필터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필터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압축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압축 파일 전역 제외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압축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 유형을 지정합니다.
압축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를 지정하려면
1. DLO 관리 콘솔의 [도구] 메뉴에서 [전역 제외]를 선택합니다.
2. 압축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제외하려면 [압축 파일]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 압축 파일 전역 제외가
나열됩니다.
3. 압축에서 특정 크기보다 큰 모든 파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모든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4. 새 압축 파일 전역 제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전역 압축 제외 필터 대화 상자
항목
필터

설명
이 필터는 전역 제외에 의해 압축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를 결정합니다. 파일 이름,
와일드카드 또는 매크로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와일드카드: *.tmp
파일 이름: pagefile.sys
매크로: %WINDIR%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별표 (*) 와일드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설명

전역 제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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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이 전역 변수를 파일에 적용할지, 폴더에 적용할지 아니면 파일과 폴더 모두에
적용할지를 나타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전역 제외 필터를 편집하려면 변경할 필터를 클릭합니다. [편집]을 클릭한 다음 위의 전역 압축
제외 필터 대화 상자 테이블에 설명된 대로 구성합니다.
7. 전역 제외 필터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필터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암호화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암호화된 파일 전역 제외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암호화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나 파일 및 폴더
유형을 지정합니다.
암호화된 파일 전역 제외를 구성하려면
1. DLO 관리 콘솔의 [도구] 메뉴에서 [전역 제외]를 선택합니다.
2. 암호화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제외하려면 [암호화된 파일]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 암호화된 파일
전역 제외가 나열됩니다.
3. 암호화에서 특정 크기보다 큰 모든 파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모든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4. 새 암호화된 파일 전역 제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전역 암호화 제외 필터 대화 상자
항목
필터

설명
이 필터는 전역 제외에 의해 암호화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를 결정합니다. 파일
이름, 와일드카드 또는 매크로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와일드카드: *.tmp
파일 이름: pagefile.sys
매크로: %WINDIR%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별표 (*) 와일드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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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설명
적용 대상

전역 제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전역 변수를 파일에 적용할지, 폴더에 적용할지 아니면 파일과 폴더 모두에
적용할지를 나타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전역 암호화 제외 필터를 편집하려면 변경할 필터를 클릭합니다. [편집]을 클릭한 다음 위의 전역
암호화 제외 필터 대화 상자 테이블에 설명된 대로 구성합니다.
7. 전역 암호화 제외 필터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필터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 지정
델타 파일 전송 전역 제외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나 파일 및
폴더 유형을 지정합니다.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할 파일 및 폴더를 지정하려면
1. DLO 관리 콘솔의 [도구] 메뉴에서 [전역 제외]를 선택합니다.
2. 델타 파일 전송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제외하려면 [델타 파일 전송]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 델타
파일 전송 전역 제외가 나열됩니다.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될 파일 유형은 일반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파일 유형입니다.

참고 또한 델타 파일 전송을 사용하여 백업된 파일 및 폴더는 표준 압축으로 압축됩니다.
파일이 델타 파일 전송을 사용하는 백업 항목 선택에 있지만 전역 제외 필터를 통해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파일은 다른 전역 제외 필터를 통한 표준 압축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여전히 표준 압축으로 압축됩니다.

3. 델타 파일 전송에서 특정 크기보다 큰 모든 파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모든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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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델타 파일 전송에서 특정 크기보다 작은 모든 파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크기 이하의 모든 파일
제외]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5. 새 델타 파일 전송 전역 제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전역 델타 파일 전송 제외 필터 추가 대화 상자
항목
필터

설명
이 필터는 전역 제외에 의해 델타 파일 전송에서 제외될 파일 또는 폴더를 결정합니다.
파일 이름, 와일드카드 또는 매크로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와일드카드: *.tmp
파일 이름: pagefile.sys
매크로: %WINDIR%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별표 (*) 와일드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설명
적용 대상

전역 제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전역 변수를 파일에 적용할지, 폴더에 적용할지 아니면 파일과 폴더 모두에
적용할지를 나타냅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전역 델타 파일 전송 제외 필터를 편집하려면 변경할 필터를 클릭합니다. [편집]을 클릭한 다음
위의 전역 델타 파일 전송 제외 필터 추가 대화 상자 테이블에 설명된 대로 구성합니다.
8. 전역 델타 파일 전송 제외 필터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필터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델타 파일 전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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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열려 있는 파일 제외
Windows XP 와 Windows 2000 을 실행하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다음과 유형의 폴더 및 파일은
일반적으로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DLO 에서 백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전역 제외 목록이나 백업
항목 선택 제외 목록에 추가하면 Desktop Agent 의 보류 중인 파일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C:\Windows\System32\Config

•

*.DAT.LOG, *.LOG 등의 레지스트리 하이브 및 로그, 파일 시스템, SECURITY 파일, 기본 파일, SAM
파일 및 소프트웨어

•

C:\Windows\System32\wbem

•

*.EVT

•

*.LOG(STI_Trace.log, WIADEBUG.LOG, WIASERVC.LOG)

•

*.DAT(NTUSER.DAT, USRCLASS.DAT)

관련 항목:
백업 항목 선택 정보
전역 제외 필터 구성

DLO 매크로를 사용하여 전역 제외 정의
다음 매크로는 전역 제외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제외하는 데 주로 사용되지만 백업 항목 선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역 제외 매크로
매크로
%TEMP%
%WINDIR%
%WEBTEMP%
%RECYCLED%
%SYSTEM%

폴더
로그온한 사용자의 임시 디렉터리.

Windows 디렉터리입니다.
예: C:\Windows 또는 C:\Winnt
로그온한 사용자의 웹 캐시.

휴지통

Windows 시스템 디렉터리입니다.
예: C:\Windows\system 또는 C:\Winn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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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택 DLO 방화벽 포트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시멘택 DLO를 위한 특별 포트 요구사양이 있을 수가 있다. 방화벽은 때로 관리 서버와 방화벽
환경외에 존재하는 원거리 시스템간의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력을 미친다.
시멘택 DLO는 다음 포트를 사용한다.
표 2-29

시멘택 DLO 포트.

시멘택 DLO를 방화벽으로 사용하기
다음 TCP 방화벽 포트는 “에이젼트와 정비 서버의 원거리 푸쉬 설치” 선택 사양의 사용 중 열져져야 한다. 기타 정보는
26페이지의 “데스크탑 에이젼트와 DLO 정비 서버의 푸쉬 인스털”을 참조한다.
표 2-30 방화벽 포트

포트 번호
13782
13720
13783
13724
13721
13701
13702
13705
13706
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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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
13713
13714
13715
13716
13717
13718
13719
13723
1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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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
DLO 관리자는 DLO 관리 콘솔에서 Desktop Agent 사용자를 관리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DLO 에 수동으로 추가하고, 설정하거나 해제하고, 새 네트워크 공유로 이동하며, 다른
프로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통해 DLO 에 자동으로 추가되거나 DLO 관리 콘솔에서
수동으로 추가됩니다.
관련 항목: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DLO 에 단일 데스크탑 사용자 추가
기존 네트워크 저장 위치가 있는 여러 데스크탑 사용자 가져오기
Desktop Agent 사용자 목록 보기
Desktop Agent 사용자 등록 정보 수정
데스크탑 사용자의 DLO 액세스 설정 또는 해제
DLO 에서 사용자 삭제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

수동으로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만들기
데스크탑 사용자 백업에 이미 네트워크 공유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네트워크 공유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DLO 에 추가하거나 새 공유를 만들어 이와 같은 용도로 DLO 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공유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만들거나 사용하려면 폴더가 적절한 보안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수동으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보안 특성을 설정하려면
1. 백업 파일을 저장할 컴퓨터에 네트워크 공유를 만들거나 찾습니다.
2. 단계 1 에서 만든 공유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3. [공유] 탭을 클릭합니다.
4. [이 폴더 공유]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5. [사용 권한]을 클릭합니다.
6. Everyone 사용자의 사용 권한으로 [모든 권한], [변경], [읽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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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보안] 탭을 클릭합니다.
9. [고급]을 클릭합니다.
10. [부모로부터 자식 개체에 적용할 권한 항목 상속] 체크 박스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1. Administrator 및 Everyone 을 추가하고 모든 권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12. 이 공유에서 현재 저장 위치를 사용할 각 사용자의 데이터 폴더를 만들거나, 데이터 폴더가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13. 사용자의 데이터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14.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15. [보안]을 선택합니다.
16. [부모로부터 자식 개체에 적용할 권한 항목 상속] 체크 박스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7. 공유 사용 권한 목록에 Administrator 및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할당할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18. Administrator 및 사용자에 대해 모든 사용 권한을 설정합니다.

DLO 에 단일 데스크탑 사용자 추가
자동 사용자 할당 대신 수동으로 데스크탑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참조).
이렇게 하면 특정 사용자의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존 네트워크 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폴더는 DLO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됩니다.
단일 데스크탑 사용자를 DLO 에 추가하는 경우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수동으로 추가되므로 저장 위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이 위치에 지정하려는 경우 저장 위치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를 수동으로 추가한 다음 지정하는 설정(사용자 데이터 폴더 및 프로필)은 데스크탑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처음 실행할 때 적용됩니다.
단일 데스크탑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사용자 태스크]에서 [사용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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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새로 만들기 등록 정보
항목
사용자 설정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데이터 폴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설명
이 옵션을 선택하여 해당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여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찾아보거나 DomainName\UserName 의 형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에게 지정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이 데스크탑 사용자의 백업 파일을 저장할 기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찾아보거나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런 경우 조직에 필요한 보안
특성이 설정되어 있는 기존 폴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기존 네트워크 공유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사용하는
경우 저장 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장 위치

기존 저장 위치를 선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새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이 저장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기존 네트워크 저장 위치가 있는 여러 데스크탑 사용자 가져오기
이미 데이터를 저장할 네트워크에 기존 저장 위치가 있는 새로운 여러 데스크탑 사용자를 구성하려면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Desktop
Agent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하며 각 사용자에 대해 다음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도메인, 프로필, 사용자 데이터 폴더
예 JSmith,enterprise,Default,\\Server1\Userdata\jsmith
파일에서 여러 데스크탑 사용자를 가져오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사용자 태스크]에서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용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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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법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 등록 정보 수정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결과 창에 나열됩니다.
3. 수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사용자 등록 정보
항목
사용자 설정

설명
이 옵션을 선택하여 해당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여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용자에게 적용할 프로필을 선택하십시오.

사용자의 백업 파일을 저장할 위치입니다. 이 폴더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새 위치로 이동하려면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탑 사용자의 DLO 액세스 설정 또는 해제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에 대한 DLO 액세스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결과 창에 나열됩니다.
3. 수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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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데스크탑 사용자가 Desktop Agent 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없도록 하려면 [사용자 설정]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

데스크탑 사용자가 Desktop Agent 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 설정]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DLO 에서 사용자 삭제
DLO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면 DLO 에서 사용자 항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DLO
관리 콘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삭제하기 전에 사용자의 데스크탑에서 Desktop Agent 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실행하고 DLO 에 있는 사용자 할당과 일치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동으로 다시 추가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Desktop Agent 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해제하십시오(데스크탑 사용자의 DLO 액세스 설정 또는 해제 참조).
DLO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1.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Desktop Agent 를 제거합니다.
2.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4. 삭제할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을 클릭합니다.
5.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6.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 삭제]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백업 데이터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삭제되지만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Desktop Agent 를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제거하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예] 또는 [모두 예]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참고 사용자의 데스크탑에서 Desktop Agent 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 DLO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면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Desktop Agent 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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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하면 각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내용이 새 디렉터리로 이동됩니다. 새 디렉터리는 기존 저장 위치 또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디렉터리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기존 저장 위치가 아닌 UNC 위치(예: \\myserver\userdata\ username)로
이동할 경우 새 위치에 대한 권한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로컬 관리자 그룹과 파일 소유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대한 읽기 및 수정 권한을 가져야 하고 Everyone 그룹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기존 디렉터리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으로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이동되면 기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이후의 백업은
각 사용자에 대한 새 위치에 저장됩니다.
하나 이상의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하려면
참고 전송이 완료되면 해당되는 각 Desktop Agent 가 종료되고 30 분 이내에 자동으로 창을 다시
시작합니다.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3. 이동할 컴퓨터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사용자 태스크]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이동]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동
항목
사용자
시작(O)

설명
선택한 사용자의 도메인과 사용자 이름을 나열합니다.

현재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위치를 나열합니다.

대상
기존 저장 위치로 사용자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존 저장 위치를 선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이동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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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폴더 이동(E)
대체 위치로 사용자 데이터
폴더 내용 이동

사용자의 새 저장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상자에 경로를 입력하거나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새 위치를
탐색합니다.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이동된 각
사용자의 새 저장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6.

[시작]을 클릭하여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를 새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하기
데스크탑 사용자가 새 컴퓨터를 수신할 경우 DLO 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새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DLO 는 복원 과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백업된 데이터를 새 컴퓨터에
준비시켜 이 작업을 완료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데이터는 원래 컴퓨터에서 차지하던 동일한 위치로
복원됩니다. 데이터의 최종 복원은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DLO 관리 서버로의 연결을 요청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를 새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하기
1.
2.

DLO 관리 콘솔에서 파일 및 폴더 복원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단계 8 에서 DLO 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대체 컴퓨터에 이 사용자 데이터 준비,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새
컴퓨터에 준비됩니다.
준비된 데이터의 소유자가 새 컴퓨터에 로그인하면 DLO 가 준비된 데이터를 원래 컴퓨터에서 차지하던 동일한
위치로 이동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완료합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 목록 보기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하여 결과 창에 사용자를 나열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관리
데스크탑 컴퓨터를 DLO 관리 콘솔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록 정보를 보고 수정할 뿐만
아니라 설정, 해제 또는 콘솔에서 컴퓨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선택하여
백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록 정보 수정
DLO 관리 콘솔에서 컴퓨터 등록 정보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록 정보는 데스크탑 컴퓨터
소유자가 지정한 프로필에 기반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프로필에 지정된 충분한 권한이 있을 경우
데스크탑 사용자가 컴퓨터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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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록 정보를 보고 수정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등록 정보를 수정할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4. 컴퓨터의 백업 일정을 수정하려면 [일정] 탭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이 일정을 구성합니다.
프로필 일정 대화 상자
항목
프로필 일정 사용

설명
프로필에 지정된 일정 옵션을 사용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정] 탭의 추가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일정 사용

프로필 일정과 다른 사용자 지정 일정을 지정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작업 실행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W)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TFS 드라이브에서는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백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FAT 드라이브의 경우 [다음 시간 간격으로 변경된 파일 백업]
필드에 백업 간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A)

사용자 지정된 일정에 따라 파일을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일정 편집]을 클릭하여 백업 일정을 구성합니다. 백업 일정은 새 프로필
만들기의 단계 10 에서 구성됩니다.

수동으로(M)

이 옵션을 선택하면 DLO 관리자 또는 데스크탑 사용자가 수동으로
백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그온/로그오프 옵션
[로그온할 때 자동으로
작업 실행(N)]

데스크탑 사용자가 컴퓨터에 로그온할 때 백업을 시작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107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

[로그오프할 때 자동으로
작업 실행(F)]
6.

데스크탑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로그오프할 때 백업을 시작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컴퓨터 옵션을 수정하려면 [옵션] 탭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컴퓨터 옵션을 구성합니다.

추가 프로필 옵션
항목
프로필 옵션 사용

설명
프로필에 지정된 설정을 사용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옵션] 탭의 추가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 사용

프로필 옵션과 다른 설정을 지정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옵션] 탭의 추가 설정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컴퓨터의 디스크 사용
공간 제한

데스크탑 컴퓨터의 디스크 사용 공간을 제한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사용 공간을 드라이브 공간의 비율로 제한하려면 [%]를 선택한 다음
사용할 드라이브 공간의 최대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사용 공간을 특정 크기로 제한하려면 [MB]를 선택한 다음 로컬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최대 MB 를 입력합니다.

로그 파일 유지 관리
로그 파일 최소 보관
일수(K)

로그 파일을 보관할 최소 일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일수가 지나기
전까지는 로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로그 파일의 총 크기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모든 로그
파일의 총 크기 설정을 초과하지 않으면 로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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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보관 일수가 지난
다음 전체 크기(MB)가
초과되면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 삭제(D)

초과될 경우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을 삭제하는 모든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를 입력합니다.

참고 [로그 파일 최소 보관 일수] 설정에 지정된 일수보다
오래된 로그 파일이 없으면 지정된 양(MB)보다 많은 로그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로깅 옵션
정비 메시지 기록(G)
백업 정보 메시지 기록(B)
경고 메시지 기록(W)

정비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모든 백업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경고를 생성한 모든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메일 옵션
Outlook PST 파일의 증분
백업 사용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PST) 파일의 증분 백업을 사용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PST 파일이 열려 있는 동안 백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증분 백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ST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Outlook 에서
구성된 PST 파일이 완전히 백업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Outlook 을 닫을 때 발생합니다.
Outlook PST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참고 Outlook 을 기본 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DLO 에서 Outlook PST 파일을 증분 백업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Outlook PST 파일을 복원하는 경우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복원된 PST 파일은 원본 PST
파일과 다릅니다.

참고 동기화된 파일은 증분 백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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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증분 백업 사용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증분 백업을 사용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otus Notes NSF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Lotus Notes NSF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7.

컴퓨터 백업 폴더를 보려면 [백업 폴더] 탭을 클릭합니다.

8.

컴퓨터 백업 항목 선택을 보려면 [백업 항목 선택] 탭을 클릭합니다.
백업 항목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은 나열되지 않고 백업 항목 선택 수정에 설명된 대로
프로필에서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9.

컴퓨터 일정에 대해 동기화된 선택 항목을 보려면 [동기화된 선택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동기화된 선택 항목은 관리 콘솔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동기화에서 설명된 대로 Desktop
Agent 에서 구성됩니다.

10. 연결 정책을 보고 수정하려면 [연결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프로필 정의된 연결 정책은 프로필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정책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탑 컴퓨터 설정 또는 해제
컴퓨터를 해제하더라도 Desktop Agent 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남아 있습니다. 이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파일을 복원하고 기록을 볼 수 있지만 백업은 실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Desktop Agent 설정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설정하거나 해제할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Desktop Agent 를 선택한 컴퓨터에 실행하려면 [사용]을 클릭하고
Desktop Agent 를 선택한 컴퓨터에서 실행하지 않으려면 [사용 안 함]을 클릭하십시오.

DLO 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삭제
DLO 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삭제하면 DLO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퓨터가 제거되고 백업된 파일이
삭제됩니다. 이 기능은 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사용됩니다. 컴퓨터를
삭제하더라도 Desktop Agent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에서 후속 백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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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 컴퓨터 항목이 DLO 에 다시 추가됩니다. 해당 컴퓨터에서 더 이상 백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컴퓨터를 삭제하는 대신 해제해야 합니다.
DLO 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삭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삭제할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컴퓨터 및 모든 백업 파일을 삭제할지 물으면 [예]를 클릭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데스크탑 백업
DLO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백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가 수동 모드나 예약 모드로 실행되는 컴퓨터에서 강제로 백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백업을 바로 실행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창에서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3. 결과 창에서 백업을 바로 실행할 컴퓨터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컴퓨터 태스크]에서 [지금 보고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중단 창 설정
선택한 파일 서버 또는 특정 유지 관리 서버가 관리하는 파일 서버로의 백업을 중지하도록 DL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단 창을 구성하면 됩니다. 선택한 리소스에 대해 중단 창이 구성될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백업이 지정한 시간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중단 창은 중단 창이 만들어진 리소스에만 한정됩니다. 다른 두 리소스에 대해 동일한 일정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해 중단 창을 구성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도구 태스크]에서 [중단 창]을 클릭합니다.
3. [파일 서버] 목록에서 중단 창을 구성할 네트워크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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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일정을 편집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일정을 선택합니다.

•

새 일정을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이 일정을 구성합니다.
중단 창 일정
항목
일정 사용
발생(C)

시작 시간

설명
이 일정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발생 회수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에는 [특정 일자에] 및 [주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단 창의 시작 시간을 입력합니다.
특정한 날짜의 중단 창에 대해서는 중단 창이 시작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주간 중단 창에 대해서는 중단 창이 시작할 요일을 선택합니다.

종료 시간

중단 창의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특정한 날짜의 중단 창에 대해서는 중단 창이 종료될 날짜를 입력합니다.
주간 중단 창에 대해서는 중단 창이 종료될 요일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중단 창 일정 삭제
중단 창 일정을 삭제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도구 태스크]에서 [중단 창]을 클릭합니다.
3. [일정]에서 삭제할 일정을 선택합니다.
4. [삭제]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DLO 관리 콘솔에서 파일 및 폴더 복원
관리자는 DLO 관리 콘솔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파일 및 폴더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DLO 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다시 시작될 때 복원할 파일을 준비하여 사용 중인 파일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현재 로그온한 데스크탑 컴퓨터 사용자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먼저 파일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닫거나 파일을 대체 위치로
복원하여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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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관리 콘솔에서 파일 및 폴더를 복원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2. [컴퓨터] 창에서 복원할 데이터가 있는 데스크탑을 클릭합니다.
3. [백업 폴더] 창 트리 보기에서 복원할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4. 전체 폴더를 복원하려면 [백업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5. 특정 파일을 복원하려면 [파일 버전] 창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6. 파일의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복원할 파일 버전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참고 데스크탑 사용자가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백업 파일은 파일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삭제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삭제된 후에도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 보기의 해당 파일 아이콘에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x’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정비를 참조하십시오.

7. 태스크 창의 [복원 태스크]에서 [파일 복원]을 클릭하여 [복원] 대화 상자를 엽니다.
8.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원 대화 상자
항목

설명

복원 대상
원래 컴퓨터에 복원(C)

선택한 파일 또는 폴더를 해당 파일이나 폴더를 백업한 원본 컴퓨터에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원래 데스크탑 컴퓨터에 파일이나 폴더가 복원되면
Desktop Agent 에 작업이 제출되고 Desktop Agent 가 DLO 관리
서버에 연결될 때 작업이 실행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작업이 바로 실행되고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이 얼마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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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폴더에 복원
복원 경로를 대체
폴더로 변경
대체 컴퓨터에 복원(E)

파일 또는 폴더를 원래 위치에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원래 데스크탑의 다른 위치에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복원할 폴더를 찾아보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항목을 원래 백업한 위치가 아닌 컴퓨터상의 다른 네트워크 또는
로컬 드라이브에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대체 컴퓨터의 폴더에 파일이나 폴더를 복원하는 경우
복원 작업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DLO 에 의해
바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작업이 Desktop Agent 에 대기되지
않습니다.

복원 경로를 대체
컴퓨터의 폴더로

데이터를 대체 컴퓨터의 선택한 폴더로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변경
DLO 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대체
컴퓨터에 이 사용자

사용자 데이터를 새 컴퓨터에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탑 사용자를 새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준비
폴더 구조 유지

원본 디렉터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모든 데이터(하위
디렉터리의 데이터 포함)가 지정한 경로의 단일 폴더에 복원됩니다.

복원 옵션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I):

대상 폴더에 이미 있는 파일의 복원을 취소하려면 [덮어쓰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대상 폴더에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 파일을 덮어쓸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프롬프트]를 선택합니다.
대상 폴더에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덮어쓰려면
[덮어쓰기]를 선택합니다.

삭제한 파일 복원

원래 파일이 삭제되었더라도 파일을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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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파일에 보안 속성 유지

복원된 파일에 보안 정보를 유지하려면 [복원된 파일에 보안 속성
유지]를 선택합니다.
소스 파일 보안이 대상 보안과 충돌할 경우 파일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려면 이 상자 선택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보안 정보가 복원된 파일에서 제거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NTFS 권한 또는 파일이나 폴더의 압축 또는 암호화와 같은 디렉터리 특성을 사용자
지정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이러한 설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PST 파일에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PST 파일의 복원 후 암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10. [복원 요약]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복원 설정을 검토하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인쇄]를 클릭하여 복원 요약의 복사본을 인쇄합니다.

•

[복원]을 클릭하여 복원을 계속 진행합니다.

11. 복원 작업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원할 파일 및 폴더 검색
복원할 데스크탑 파일과 폴더를 검색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2. [컴퓨터] 창에서 복원할 파일을 검색할 데스크탑을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복원 태스크]에서 [복원할 파일 검색]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검색 대화 상자 옵션
항목
파일 이름에 다음 텍스트가
포함된 파일 검색
수정일

설명
찾을 파일 또는 폴더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합니다.
*proj.doc 와 같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수정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기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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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주 이내
다음 기간
유형으로 검색
크기로 검색

오늘 수정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정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수정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제공된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첫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같음], [최소] 또는 [최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 크기를 입력합니다.

•

[KB], [MB] 또는 [GB] 중에서 선택합니다.

5. [검색]을 클릭합니다.
6. 결과 창에서 복원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원 검색 보기에 같은 파일에 대한 중복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원할 파일로 어느 파일을 선택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7. [복원]을 클릭합니다.
8. DLO 관리 콘솔에서 파일 및 폴더 복원에 설명된 대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DLO 서버 및 사용자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
DLO 는 두 가지 주요 위치인 DLO 관리 서버와 파일 서버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DLO 관리 서버는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파일 서버는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다음 복구 시나리오에 대해 다룹니다.
•

DLO Emergency Restore 를 사용하여 단일 사용자의 데이터 복구

•

DLO Emergency Restore 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사용자의 데이터 복구

•

손상된 DLO 관리 서버 복구

•

손상된 파일 서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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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서는 DLO 관리 서버와 파일 서버를 모두 다른 디스크, 테이프 또는 다른 미디어에 주기적으로
백업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DLO 설치에서 DLO 관리 서버와 파일 서버는 동일한 컴퓨터에
있습니다.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 정보
DLO 는 임의로 생성된 사용자별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 키는 DLO
관리 서버의 DLO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또한 암호화 키는 다음 절의 설명과 같이 파일 서버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DLO Emergency Restore 및 복구 암호 정보
구성 데이터베이스가 유실된 경우 DLO 의 Emergency Restore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서버에서 Desktop
Agent 사용자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또한 Emergency Restore 는 DLO 콘솔을 통해 삭제된 사용자의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하는 태스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Emergency Restore 기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유실되거나 사용자가 삭제되기 전에 복구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미디어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하는 경우 사용자 데이터가 백업될 때 적용된 복구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 암호는 DLO 콘솔이 처음 시작될 때 설정됩니다. DLO 의 이전 버전에서는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복구 암호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했습니다. 키를 안전하게 파일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복구
암호를 사용하여 각 사용자의 암호화 키를 암호화합니다. Emergency Restore 기능은 관리자에게
사용자의 암호화 키를 해독하는 데 사용하는 복구 암호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복구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으면 Emergency Restore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복구 암호 변경
복구 암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관리자는 이전 복구 암호가 여전히 파일 서버의 이전 백업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낮은 암호와 같은 보안상 이유로 요청된 경우에만 복구 암호를 변경하십시오. 가능하면 복구
암호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복구 암호 변경이나 설정은 기존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하는 추가 기능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구 암호 변경이나 설정은 기존 사용자 데이터 복원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구 암호를 변경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복구 암호가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DLO 를 설치할 때 복구 암호 “pwd1”이 설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각 사용자의 암호화 키는 파일
서버에 저장된 복구 암호로 암호화됩니다. 파일 서버가 백업될 때 백업본은 모두 복구 암호 “pwd1”을
사용합니다. 복구 서버가 이후 “pwd2”로 변경될 경우 파일 서버의 사용자 암호화 키는 새 복구 암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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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되도록 변경됩니다. 이후 파일 서버의 백업은 복구 암호 “pwd2”를 사용합니다. 이제 “pwd1” 및
“pwd2”를 모두 복구 암호로 사용하는 파일 서버의 백업이 있습니다. Emergency Restore 기능을 사용할 때
관리자는 파일 서버가 백업된 당시에 사용했던 복구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DLO 콘솔을 통해 삭제될 때 발생하는 현상
DLO 콘솔을 통해 사용자가 삭제될 때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이것은 DLO 관리
서버에 저장된 구성 데이터 및 파일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삭제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은 복구 암호가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DLO Emergency Restore 를 사용하여 단일 사용자의 데이터 복구
파일 서버 백업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으며 백업을 만들기 전에 복구 암호가 설정된 경우
Emergency Restore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암호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O Emergency Restore 및 복구 암호 정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DLO Emergency Restore 를 사용하여 단일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1.

사용자 데이터를 파일 서버의 원래 위치 또는 다른 임시 위치로 복원합니다.

2.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DLO 로 복원합니다.
dlocommandu -emergencyrestore <usersharepath> -w <RecoveryPassword> -ap <destination-path>

DLO Emergency Restore 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사용자의 데이터 복구
복구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유실된 경우 삭제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사용자가 삭제되기
전에 DLO 관리 서버 및 파일 서버를 모두 단일 지정 시점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1. 파일 서버 및 DLO 관리 서버를 모두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2. 파일 서버 및 DLO 관리 서버를 모두 백업합니다. 백업이 DLO 구성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일단 복구되면 이 백업을 사용하여 DLO 를 다시 현재
상태로 복원합니다. DLO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사용자 데이터를 파일 서버로 복원합니다. 가능하면 복원 중인 사용자의 데이터만 복원합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2 단계에서 전체 볼륨이 백업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한 경우 파일 서버의 전체
볼륨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DLO 관리 서버로 복원합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 경로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Data 입니다.
5. DLO 관리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6. DLO 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대체 컴퓨터에 복원”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임시 위치에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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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 서버 및 DLO 관리 서버를 모두 최근 상태로 다시 복원합니다.

손상된 DLO 관리 서버 복구
손상된 DLO 관리 서버를 복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 1
DLO 관리 서버의 비시스템 디스크 오류가 발생하거나 디스크가 손상되었습니다.
사례 1 의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를 수정하거나 교체합니다.
2. 백업본에서 전체 디스크를 복원합니다.
3.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경우 2
DLO 관리 서버의 시스템 하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DLO 관리 서버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2 의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설정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DLO 관리 서버와 동일한 컴퓨터
이름을 사용합니다.
2. 새 DLO 관리 서버에 DLO 를 설치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DLO 관리 서버에 설치된 버전과 동일한
DLO 버전을 사용합니다.
3. DLO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원하여 DLO 가 설치될 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덮어씁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 경로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 Data 입니다.
4.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손상된 파일 서버 복구
파일 서버의 비시스템 디스크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디스크가 손상된 경우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를 수정하거나 교체합니다.

2.

백업본에서 전체 디스크를 복원합니다.

3.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파일 서버의 시스템 하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파일 서버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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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설정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파일 서버와 동일한 컴퓨터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2.

파일 서버에 DLO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DLO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파일 서버에 설치된 버전과 동일한 DLO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3.

DLO 파일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DLO 작업 기록 모니터링
DLO 관리 콘솔에서 기록 보기를 사용하여 Desktop Agent 작업의 상태를 봅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백업,
복원, 동기화 및 사용자 이동 작업이 포함됩니다. 기록 로그는 Desktop Agent 가 실행되는 각 데스크탑에서
생성되며 DLO 관리 콘솔이나 Desktop Agent 콘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로그는 표시되지 않도록 또는 백업 및 복원 작업 로그만 표시되도록 기록 로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DLO 작업 기록 보기
기본적으로 작업이 실행되고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1 시간이 지나면 기록 로그가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작업 상태가 변경되면 기록 로그가 즉시 업데이트되어 새 상태가 반영됩니다.
DLO 관리 콘솔에 기록 보기를 표시하려면
•

DLO 탐색 모음에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기록] 보기에는 표시되는 각 데스크탑에 대한 컴퓨터 기록 및 작업 기록이 포함됩니다. [기록] 창에는 Desktop Agent 를
통해 백업된 모든 데스크탑이 표시되며 다음의 요약 정보가 제공됩니다.

컴퓨터 기록 창
항목
사용자
컴퓨터
마지막 백업 결과
프로필
백업 모드

설명
메시지를 생성한 데스크탑에 로그온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메시지를 생성한 데스크탑의 이름입니다.

완료된 백업의 결과(예: 성공, 경고, 실패, 최소)입니다.
가능한 백업 결과에 대한 설명은 데스크탑 컴퓨터 상태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탑에 로그온한 데스크탑 사용자가 속하는 프로필 이름입니다.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O 프로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필에 지정된 백업 모드입니다. 백업 모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속.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백업이 수행됩니다.

•

예약. 일정에 따라 백업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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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 데이터 폴더

수동. 데스크탑 사용자가 시작할 때 백업이 수행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현재 크기입니다.

크기
네트워크 데이터 폴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현재 크기입니다.

크기
네트워크 데이터 폴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위치입니다.

경로
[작업 기록] 창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작업 기록 창
항목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작업
상태
보호된

설명
작업을 시작한 시간입니다.

작업이 끝난 시간입니다.

백업 또는 복원 등과 같이 이 작업에서 수행된 작업입니다.

활성, 완료, 오류와 함께 완료, 경고와 함께 완료, 취소 또는 실패 등과 같은 현재
작업 상태입니다.
작업 중에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복사된 파일 수입니다.

파일(데스크탑)
보호된

작업 중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복사된 총 데이터 바이트 수입니다.

크기(데스크탑)
보호된

작업 중에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복사된 파일 수입니다.

파일(네트워크)
보호된

작업 중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복사된 총 데이터 바이트 수입니다.

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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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생성된 오류(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류

작업 기록 보기 필터 설정
원하는 유형의 작업만 표시되도록 작업 기록 보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유형,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경고 또는 작업이 실행된 기간별로 작업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록 보기 필터를 설정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2. 기록을 보려는 데스크탑을 클릭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작업 기록 보기 필터]에서 다음 항목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기록 보기에 표시되는 작업 유형
항목
모든 작업 나열

설명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실행된 모든 작업의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백업, 동기화, 복원 또는 사용자 이동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만 나열
복원 작업만 나열
4.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실행된 백업 작업의 기록 로그만 나열합니다.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실행된 복원 작업의 기록 로그만 나열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수신된 경고를 기준으로 작업 기록 로그를 필터링합니다.

수신된 경고를 기준으로 작업 기록 필터링 선택
항목
성공한 작업 표시
경고가 발생한 작업 표시
오류가 발생한 작업 표시
취소된 작업 표시

설명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성공한 모든 작업의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경고를 생성한 모든 작업의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오류를 생성한 모든 작업의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선택한 데스크탑에서 취소된 모든 작업의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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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필터의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작업 기록의 시간대

항목

설명

최근 24 시간 동안의 작업 표시
최근 7 일 동안의 작업 표시

최근 24 시간 동안 생성되었으며 다른 모든 필터링 조건에
일치하는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최근 7 일 동안 생성되었으며 다른 모든 필터링 조건에
일치하는 기록 로그를 나열합니다.
다른 모든 필터링 기준도 만족하는 모든 기록 로그를

모두 표시

나열합니다.

기록 로그 보기
데스크탑 컴퓨터의 각 작업에 대한 기록 로그가 나열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DLO 관리 콘솔 기록 보기에
나타납니다.
DLO 관리 콘솔에서 기록 로그를 보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2. [기록] 창에서 기록 로그를 볼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3. [작업 기록] 창에서 보려는 로그를 클릭합니다.
4.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기록 로그 파일 보기]를 클릭하여 이 작업의 모든 로그 메시지가
포함된 로그 파일 뷰어를 표시합니다.
5.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그 파일 뷰어 필터링 옵션
항목

설명

다음에서 로그 항목 검색
모든 로그 파일
현재 로그 파일
타임 스탬프 사용

로그 파일 뷰어에 모든 로그 항목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현재 로그 파일에 있는 로그 항목만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로그 항목만 검색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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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 오늘 만들어진 로그 파일만 표시합니다.
한 주 이내 - 지난 한 주 동안 만들어진 모든 로그 파일을 표시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 입력한 날짜 간에 만들어진 모든 로그 파일을 표시합니다.

유형으로 검색

파일 이름 포함

표시된 유형의 로그만 표시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선택은 로그 파일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백업

•

복원

•

사용자 이동

•

유지 관리

파일 이름 또는 파일 이름 유형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gold.doc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와일드카드 문자 ‘*’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검색 제한

표시되는 로그 파일을 다음 유형의 로그 항목 중 하나로 제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알림 항목만

•

오류 및 경고 항목만

•

오류 항목만

•

경고 항목만

•

로컬 데이터 폴더 항목만

•

로컬 데이터 폴더 오류 항목만

•

네트워크 데이터 폴더 항목만

•

네트워크 데이터 폴더 오류 항목만

6. [검색]을 클릭합니다.
7. 추가 정보를 보려면 로그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
8.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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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로그 검색
기록 로그 파일은 로그 파일 뷰어를 사용하여 쉽게 검색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작업 목록을 원하는
작업만 세밀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DLO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검색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2.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로그 파일 검색]을 클릭하여 로그 파일 뷰어를 표시합니다.

3.

단계 5 에 설명된 대로 필터링 옵션을 설정합니다.

4.

[검색]을 클릭합니다.

5.

추가 정보를 보려면 로그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

6.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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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관리 콘솔에서 경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DLO 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DLO 관리자는 경고를 통해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DLO 작업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될 수 있거나 문제 발생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 경고가
생성된 경우 생성된 경고에는 문제에 대한 정보와 문제 해결에 권장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DLO 관리자는 모든 경고를 표시하거나 표시되는 경고 유형을 제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성 경고는 시스템에 활성화되어 있는 경고를 표시하고 운영자의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경고 기록에는
응답을 받은 경고 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진 경고가 표시됩니다.
또한 화면 아래쪽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활성 경고 목록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고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경고 또는 가장 최근의 경고가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고가 아닌 경우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 아이콘은 경고 목록의 가장 최근 경고
아이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DLO 의 로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Desktop Agent 에서 경고를 필터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고는 24 시간
동안 각 유형 중 한 가지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Desktop Agent 가 실행 중인 데스크탑에서 24 시간 동안
하나의 “로컬 디스크가 부족합니다.” 경고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백업/복원 완료” 경고는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고를 활성화하면 백업 또는 복원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경고가 생성됩니다.
지정한 일 수보다 오래된 활성 경고가 지워져 경고 기록으로 이동됩니다. 경고가 지정한 일 수보다 오래
동안 지워진 상태이면 기록에서 경고가 삭제됩니다.
경고를 수동으로 지우면 경고 기록으로 이동됩니다. 경고를 수동으로 지우면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경고가 발생할 때 DLO 가 수신자에게 통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고 통보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경고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고 범주
경고 유형
정보
경고

설명
백업 또는 복원 작업의 완료 등과 같이 예상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기간 동안 데스크탑에서
백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디스크 할당량 제한에 도달하는 경우 경고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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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활성 위험 또는 보류 중인 위험에 대해 통보합니다. 예를

오류

들어 백업에 실패했거나 데스크탑이 디스크 할당량 제한을 초과한 경우 오류가 생성됩니다.

다음 표에는 가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DLO 경고
유형

이름

설명

오류
백업 작업이 오류와 함께

백업 작업을 완료했지만 오류가 생성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오류와 함께

복원 작업을 완료했지만 오류가 생성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오류가 파일 서버에서
발생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디스크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포함된 볼륨이 꽉 찼습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파일을 백업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파일이 바로
복사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저장 제한에 도달했습니다.
파일 이름, 디렉터리 이름 또는
볼륨 레이블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디스크 공간이 꽉 찼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저장 제한에 도달했습니다.

새 개정판을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추가할 때 지정된
디스크 저장 제한에 도달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저장 시스템 문제 또는 SRM 소프트웨어에 의해
거부된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후자인 경우 해당 파일은
DLO 의 전역 제외 목록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역
제외 필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포함된 볼륨이 꽉 찼습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파일을 백업할 수
없습니다.
새 개정판을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추가할 때 지정된
디스크 저장 제한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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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스로틀링 실패에서 백업과 경고

새 사용자가 연결되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제대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스로틀링 실패로 하여 백업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관리를 중지합니다
경고
백업 작업이 경고와 함께

백업 작업을 완료했지만 경고가 생성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경고와 함께

복원 작업을 완료했지만 경고가 생성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1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작업이 12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작업이 24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저장 제한에 근접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평가 기간 매일 알림 메시지
평가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복원 작업이 제출되었지만 1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복원 작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복원 작업이 제출되었지만, 12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복원
작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복원 작업이 제출되었지만, 24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복원
작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
양이 지정된 크기 제한에 근접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포함된 볼륨의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알림 메시지는 Symantec Desktop and Laptop Option 의
평가 기간 중 남은 일 수를 지정합니다.
DLO 평가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DLO 를 계속
사용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
양이 지정된 크기 제한에 근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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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제한에 근접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14 일 내에 백업 작업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포함된 볼륨의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14 일 동안 백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28 일 내에 백업 작업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28 일 동안 백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7 일 내에 백업 작업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7 일 동안 백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이
없습니다.

새 사용자는 연결되었지만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보
백업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PST 파일은 Outlook 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백업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DLO 관리 서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PST 파일은 Microsoft Outlook 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사용자가 구성되었습니다.

새 사용자가 연결되고 성공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고 구성
경고를 구성하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경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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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 창의 [경고 태스크]에서 [경고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수신할 경고를 선택하고 수신하지 않을 경고의 체크 상자는 선택 취소합니다.
4. 선택한 경고가 생성될 때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내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참고 수신자를 선택하기 전에 통보에 대해 경고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고 통보
구성 및 통보를 위해 수신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경고를 선택합니다. 여러 경고를 선택하려면 한 항목을 클릭하고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항목을 클릭합니다.

•

[수신자에게 선택한 경고에 대한 통보를 전송합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

경고 통보를 수신할 수신자를 선택합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DLO 경고 관리
DLO 관리 콘솔의 [경고] 보기에서 경고를 보고 지우거나 경고를 관리 콘솔에서 기록 로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LO 경고를 보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경고]를 클릭합니다.
2. [활성 경고]를 클릭하여 활성 경고를 보거나 [경고 기록]를 클릭하여 지워진 경고를 봅니다.

참고 지정한 일 수보다 오래된 경고는 지워져 경고 기록으로 옮겨집니다.

3. 경고를 유형별로 필터링하려면 아래 설명과 같이 태스크 창의 [활성 경고 보기 필터] 또는 [경고
기록 보기 필터]에서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활성 경고 보기 필터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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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표시
경고 표시
정보 표시

선택한 보기의 오류 경고를 나열합니다.
선택한 보기의 경고를 나열합니다.
선택한 보기의 정보 경고를 나열합니다.

4. 경고의 등록 정보를 보려면 [활성 경고] 또는 [경고 기록]에서 경고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5. 로그 파일이 경고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로그 파일로의 링크가 제공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로그 파일을 봅니다.
6. [닫기]를 클릭하여 [경고 정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DLO 경고 지우기
경고는 기본적으로 지정된 시간 후에 경고 기록으로 이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고는
자주 발생하여 [활성 경고] 창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경고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경고
기록]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LO 경고를 지우려면
1. DLO 탐색 모음에서 [경고]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경우 DLO 경고를 보려면의 설명에 따라 [경고] 보기를 필터링합니다.
3. 경고 목록에서 지울 경고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창의 [경고 태스크]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선택한 경고만 지우려면 [응답]을 선택합니다.

•

모든 경고 상태를 지워짐으로 변경하려면 [모두 확인 응답]을 선택합니다.

경고 통보 구성
DLO 에는 경고를 통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SMTP

•

MAPI

•

Lotus Notes 전자 메일

•

호출기

•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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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Send

통보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수신자에게 통보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구성합니다. 프린터 및 Net Send 통보 방법은 미리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신자를 구성합니다. 수신자는 개인, 컴퓨터 콘솔, 프린터 또는 그룹 등입니다. 하나 이상의 통보
방법을 사용하도록 호출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를 통보할 경고 또는 작업에 지정합니다.

경고 통보 구성 방법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지정한 경고를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DL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MTP 전자 메일 통보. SMTP 통보 전자 메일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MAPI 전자 메일 통보. MAPI 전자 메일 통보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VIM(Lotus Notes) 전자 메일 통보. VIM 전자 메일 통보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호출기 통보. 경고 통보를 위해 호출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MTP 통보 전자 메일 구성
SMTP 통보 방법을 사용하여 경고 통보 메시지를 받으려면 POP3 메일 서버와 같은 SMTP 전자 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SMTP 전자 메일 통보 방법을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전자 메일 및 호출기 통보]를 클릭합니다.
2. [SMTP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SMTP 구성 대화 상자
항목
사용
SMTP 메일 서버
SMTP 포트

설명
통보 방법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유효한 사용자 계정을 가진 SMTP 메일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DLO 에서는
서버 이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표준 SMTP 포트를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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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이름
발신자 전자 메일
주소

통보 메시지를 보내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통보 메시지를 보내는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에는 메일 서버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이름, @ 기호, 메일 서버의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 이름이 차례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ohn.smith@company.com 과 같습니다.

SMTP 인증 사용
SMTP 서버 로그인
발신자 암호
암호 확인

SMTP 인증을 사용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SMTP 서버 로그인 인증을 입력합니다.

이 로그인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위해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통보를 위해 수신자 구성
MAPI 전자 메일 통보 구성
MAPI 통보 방법을 사용하여 경고 통보 메시지를 받으려면 Microsoft Exchange 와 같은 MAPI 호환 전자
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DLO 를 설치한 후 Outlook 을 설치할 경우 MAPI 전자 메일 통보가 작동하고 MAPI 구성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DLO 관리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MAPI 경고 통보를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전자 메일 및 호출기 통보]를 클릭합니다.
2. [MAPI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MAPI 구성 대화 상자

항목
사용

설명
통보 방법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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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서버 이름
발신자 사서함 이름

Exchange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DLO 서비스 계정이 액세스할 수 있는
Exchange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보 메시지의 발신 사서함(예: John Smith)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메시지의
[보낸 사람] 필드에 표시되며 주소 전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MAPI 구성 설정을 저장하려면 MAPI 통보에 사용되는
Exchange 사서함에 대한 권한이 있는 도메인 계정으로 DLO 서비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통보를 위해 수신자 구성
VIM 전자 메일 통보 구성
VIM 통보 방법을 사용하여 경고 통보 메시지를 받으려면 VIM(Lotus Notes) 전자 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VIM 경고 통보를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전자 메일 및 호출기 통보]를 클릭합니다.
2. [VIM 구성]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VIM 구성 대화 상자

항목
사용
Notes 클라이언트 디렉터리
메일 암호
메일 암호 확인
4.

설명
통보 방법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Notes 클라이언트가 위치한 디렉터리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Notes 클라이언트에 연결할 수 있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Notes 클라이언트에 연결할 수 있는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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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위해 수신자 구성
경고 통보를 위해 호출기 구성
경고 통보 메시지를 사용하여 호출하도록 DL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출기 통보 방법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에 모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호출기 통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모뎀이 호출 서비스에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출기 통보를 설정하려면 먼저 호출 서비스에
사용할 권장 모뎀에 대한 정보를 호출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1. [도구] 메뉴에서 [전자 메일 및 호출기 통보]를 클릭합니다.
2. [호출기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항목

설명

사용

이 경고 통보 방법을 활성화하려면 [사용]을 선택합니다.

호출을 보낼 모뎀 선택

목록에서 모뎀을 선택합니다. Windows 에서 인식하는 모뎀만 목록에
나타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통보를 위해 수신자 구성
수신자는 통보 방법, 컴퓨터 콘솔, 프린터 또는 그룹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개인입니다. 수신자 구성은 통보
방법 선택과 통보 제한 정의로 이루어집니다. 수신자 항목을 만든 다음 경고 또는 작업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위해 다음 유형의 수신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 SMTP, MAPI 또는 VIM 전자 메일이나 호출기와 같이 통보 방법이 사전 정의된 사용자입니다.
통보 방법을 구성한 후에야 수신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NMP 트랩. SNMP 트랩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에 보내집니다.

•

Net Send. 통보 수신자 역할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

프린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특정 프린터입니다.

•

그룹. 개인 수신자, Net Send 수신자 및 다른 그룹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 그룹입니다.

관련 항목:
경고 통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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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신자에 대한 SMTP 메일 구성
SMTP 통보 방법을 구성했으면 개인 수신자가 SMTP 전자 메일 통보 메시지를 받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신자에 대해 SMTP 메일을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이름] 필드에 구성할 수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SMTP 메일] 탭을 클릭합니다.
7.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SMTP 메일 대화 상자
항목
사용
주소
테스트

설명
수신자에 대해 이 통보 방법을 활성화할 경우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통보 메시지를 받을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ohn.smith@company.com 과 같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통보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사용
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분) 내에 생성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수 있는 총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재설정 x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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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일정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 수신자에 대한 MAPI 메일 구성
MAPI 통보 방법을 구성했으면 개인 수신자가 MAPI 전자 메일 통보 메시지를 받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신자에 대해 MAPI 메일을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이름] 필드에 구성할 수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MAPI 메일] 탭을 클릭합니다.
7.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MAPI 메일 대화 상자
항목
사용
사서함
테스트

설명
수신자에 대해 이 통보 방법을 활성화할 경우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통보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사서함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ohn.smith@company.com 또는 John Smith 와 같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통보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사용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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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지정된 시간(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최대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한계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재설정 x 분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일정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 수신자에 대한 VIM 메일 구성
VIM 통보 방법을 구성했으면 개인 수신자가 VIM 전자 메일 통보 메시지를 받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신자에 대해 VIM 메일을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이름] 필드에 구성할 수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VIM 메일] 탭을 클릭합니다.

7.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VIM 메일 대화 상자
항목
사용
주소

설명
수신자에 대해 이 통보 방법을 활성화할 경우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통보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ohnSmith@company.com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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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수신자에 대한 통보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사용
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총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한계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재설정 x 분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일정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수신자에 대한 호출기 구성
호출기 통보 방법을 구성한 경우 개인 수신자가 호출기를 통해 통보 메시지를 받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신자에 대해 호출기를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개인]을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이름] 필드에 구성할 수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호출기] 탭을 클릭합니다.
6.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호출기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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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용
통신 회사 전화
번호
국가/지역 이름 및

설명
수신자에 대해 이 통보 방법을 활성화할 경우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호출 서비스 공급업체의 모뎀에 액세스할 지역 번호와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호출 서비스 번호는 호출을 보내기 위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번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호출기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과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
호출기 비밀
번호(PIN)

호출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호출기 ID 번호를 입력합니다. TAP
서비스를 사용하면 비밀 번호(PIN)가 제공되며 대부분의 경우 호출기 번호의
마지막 7 자리 숫자입니다.

고급 호출기 설정 옵션
고급
테스트

호출기에 대한 추가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 호출기 정보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수신자에 대한 통보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사용
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총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재설정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한계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x분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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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7. 고급 호출기 설정 옵션을 구성하려면 [고급]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고급 호출기 정보 대화 상자
항목

설명

호출기 구성
암호
메시지 길이
재시도 횟수

필요한 경우 호출기 암호를 입력합니다.

메시지에 사용할 최대 문자 수를 입력합니다. 이 숫자는 호출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호출 서비스 공급업체가 호출을 다시 시도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이
숫자는 호출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호출기 유형
숫자
영숫자

숫자만 수신하는 호출기를 구성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문자와 숫자를 수신하는 호출기를 구성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뎀 구성
모뎀 전송 속도
데이터 비트, 패리티,
정지 비트
8.

모뎀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속도는 호출 서비스에 의해 설정된
제한입니다. 모뎀 속도에 관계 없이 적절한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통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대개의 경우 Windows 기본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고급 호출기 정보] 대화 상자의 설정을 저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호출기 구성 설정을
저장합니다.

SNMP 트랩 수신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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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로 SNMP 트랩을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SNMP 트랩]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SMTP 메일 대화 상자
항목
이름
호스트
포트

설명
SNMP 트랩 수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NMP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NMP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SNMP 포트는 162 입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사용
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총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재설정

x분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한계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일정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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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닫기]를 클릭합니다.

Net Send 수신자 구성
Net Send 가 통보 메시지를 대상 컴퓨터 또는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상 컴퓨터에 인터넷 팝업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Net Send 통보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Net Send 수신자를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Net Send]를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Net Send 수신자 등록 정보 대화 상자
항목
이름
대상 컴퓨터 또는
사용자 이름

설명
통보를 구성할 수신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통보를 받을 컴퓨터 또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로그오프한 경우에는 Net Send 메시지가 실패하므로 사용자보다는 컴퓨터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대상 컴퓨터에 인터넷 팝업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Net Send 통보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컴퓨터
테스트

통보를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 보내려면 [모든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 대한 통보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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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총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재설정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한계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x분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일정
5.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수신자 구성
설치된 프린터를 수신자에 대한 통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 프린터 장치는 DLO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DLO 서비스 계정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구성된 프린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수신자를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프린터 수신자 등록 정보 대화 상자

항목
이름

설명
통보를 구성할 수신자를 입력합니다. 팩스 프린터 장치를 사용하여 통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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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린터
테스트

통보 메시지를 받을 프린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수신자에 대한 통보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통보의 수 제한
사용
최대 통보 횟수

x 번, 기간 x 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고에 대해 수신자에게 보낼 총 통보 횟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수의 통보를 보낸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분)이 될 때까지 추가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분)은 하루에 해당하는
1440 입니다.

다음 시간 후에
통보 제한 재설정

통보 한계를 재설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분)을 입력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시간 한계에 도달하면 보낸 통보 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

x분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사용
일정

옵션을 활성화하고 수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구성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수신자에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수신자 구성
수신자를 그룹의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룹은 한 명 이상의 수신자로 구성되며 그룹
내의 모든 수신자가 통보 메시지를 받습니다. 개인, 컴퓨터, 프린터 또는 다른 그룹의 조합이 그룹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수신자를 구성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그룹]을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그룹 이름] 필드에 통보를 구성할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45

DLO 관리 콘솔에서 경고 모니터링

항목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하려면
그룹에서 구성원을
제거하려면
6.

설명
[모든 수신자] 목록에서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선택한
수신자를 [그룹 구성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룹 구성원] 목록에서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 클릭하여 선택한
수신자를 [모든 수신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그룹을 다른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통보 예약
수신자를 구성할 때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옵션을 사용하여 수신자가 통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를 구성한 후 수신자 통보 등록 정보를 편집하여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구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보를 위해 수신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수신자에 대한 통보 일정을 구성하려면
1.

[수신자 등록 정보] 대화 상자의 [통보를 보낼 수 있는 시간 제한] 그룹 상자에서 [사용]을 클릭하여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참고 [수신자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수신자를 만들거나 기존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2.

[일정]을 클릭합니다.

3.

다음을 수행합니다.
통보 예약

항목
[근무 시간 포함]
[근무일 퇴근 후 밤

설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에서 오후 5 시 사이 시간을 제외하려면 [평일
포함 ]체크 박스[ ]선택을 취소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 시에서 오전 8 시 사이의 시간을 제외하려면 [평일
밤 포함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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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포함]
[주말 포함]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려면 [주말 포함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참고 [평일 포함], [평일 밤 포함] 또는 [주말 포함] 옵션의 조합을 선택하거나, 차트에서 각
시간을 클릭하여 해당 시간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신자 통보 등록 정보 편집
언제든지 수신자 통보 등록 정보를 편집하여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일정 등의 수신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통보 등록 정보를 편집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편집할 수신자를 선택합니다.

3.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4.

선택한 수신자의 등록 정보를 편집합니다.
[이름] 필드의 수신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등록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이름을 수정하려면 새 수신자를
만든 다음 이전 수신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신자 통보 방법 편집
수신자를 구성한 후 새 통보 방법을 구성하거나 기존 통보 방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을 편집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편집할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유형의 통보 방법에 대해 통보 등록 정보를 편집합니다.

•

SMTP 구성. SMTP 구성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

MAPI 구성. MAPI 구성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

VIM 구성. VIM 구성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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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기 구성. [사용]을 클릭하여 통보 방법을 활성화하거나 해제한 다음 [구성된 모뎀] 목록에서 모뎀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신자 제거
수신자를 삭제하여 통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하면 수신자가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수신자를 유지한 채 통보를 전송하지 않으려면 수신자 등록 정보에서 [사용]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수신자를 제거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수신자]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새 수신자를 구성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수신자 등록 정보를 편집하거나, [등록 정보] 창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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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보고서
DLO 에서는 DLO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준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보고서를
생성할 때 보고서에 포함시킬 데이터에 대해 필터 매개 변수 또는 시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고서가 Adobe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표시됩니다. Adobe
Acrobat 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고서가 HTML 로 표시됩니다. PDF 보고서와 HTML 보고서는 모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보고서의 목록을 보려면
•

다음 보고서는 [보고서] 보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LO 보고서
보고서 이름
활성 경고
컴퓨터별 활성

설명
시간 순으로 정렬된 현재 모든 활성 경고 목록입니다.

컴퓨터 이름으로 정렬된 모든 현재 활성 경고 목록입니다.

경고
사용자별 활성
경고
경고 기록
컴퓨터별 경고

Desktop Agent 사용자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 모든 컴퓨터의 모든 활성 경고
목록입니다.

과거에 모든 컴퓨터에서 보냈던 경고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목록입니다.

과거에 모든 컴퓨터에서 보냈던 경고를 컴퓨터 이름별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기록
사용자별 경고
기록
실패한 백업
컴퓨터별 실패한
백업

과거에 모든 컴퓨터에서 보냈던 경고를 Desktop Agent 사용자 이름별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마지막 백업이 실패한 상태인 컴퓨터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목록입니다.

마지막 백업이 실패한 상태인 컴퓨터를 컴퓨터 이름별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참고 마지막 백업 결과만 DLO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각
데스크탑 컴퓨터의 마지막 백업 결과만 보고되며 실패한 작업의 전체
기록이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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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실패한
백업

마지막 백업이 실패한 상태인 컴퓨터를 Desktop Agent 사용자 이름별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참고 마지막 백업 결과만 DLO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각
데스크탑 컴퓨터의 마지막 백업 결과만 보고되며 실패한 작업의 전체
기록이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Desktop Agent 컴퓨터의 마지막 백업 상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목록입니다.

마지막 백업
상태
컴퓨터별 마지막
백업 상태
사용자별 마지막
백업 상태

모든 Desktop Agent 컴퓨터의 마지막 백업 상태를 컴퓨터 이름별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모든 Desktop Agent 컴퓨터의 마지막 백업 상태를 Desktop Agent 사용자 이름별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관련 항목:
보고서 등록 정보 보기
보고서 실행

보고서 실행
보고서를 실행할 때 필터링 조건을 지정하여 보고서에 포함할 항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생성된 후에 입력한 조건과 일치하는 항목만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해당
항목이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보고서를 실행하려면
1.

탐색 모음에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2.

[보고서] 창에서 실행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태스크 창의 [보고서 태스크]에서 [지금 보고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4.

사용 가능한 다음 매개 변수 중에 보고서에 포함할 데이터에 적합한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보고서 필터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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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자
일

이 옵션을 선택하여 특정 컴퓨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다음 데스크탑 컴퓨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특정 데스크탑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다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여 특정 날짜 동안 보고서를 만든 다음 일 수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보고서를 닫기 전에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닫습니다.

보고서 등록 정보 보기
보고서 등록 정보는 각 보고서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 정보는 볼 수만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 등록 정보를 보려면
1.

탐색 모음에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2.

[보고서] 창에서 등록 정보를 볼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대화 상자에는 다음 정보가 있습니다.

보고서 등록 정보
항목
제목

설명
보고서의 이름입니다.

설명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유형입니다.

범주

보고서의 분류입니다. 보고서 범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든 이

•

경고

•

마지막 백업 상태

•

실패한 작업

보고서 작성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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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키워드

4.

보고서가 작성된 제품의 버전입니다.
보고서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정보입니다.

파일 이름

보고서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파일 크기

보고서 템플릿의 크기입니다.

작성일

보고서가 시스템에 설치된 날짜입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DLO 파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NetBackup 을 사용하여 DLO 저장 위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및 DLO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백업 작업을 만들고 백업 항목 선택에 저장 위치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포함시킵니다. NetBackup 에서 Desktop Agent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데이터를 NetBackup 에서 저장 위치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복원한 다음 DLO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복원합니다.
DLO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려면 DLO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설명된 대로 -backup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만든 다음 NetBackup 에서 백업 작업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백업합니다. -restore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백업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데스크탑과 랩탑 선택사항과 클러스터
서버 클러스터에서 Symantec DLO 는 현지 디스크와 공유된 디스크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IP
주소 리소스를 가지고 네트워크상에 유일한 서버명으로 표시됨으로써(가상 서버명) 가상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치된 Microsoft SQL, Exchange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다.
클러스터된 서버는 고용도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사용자에 전달한다. 클러스터된 서버에서 몇몇의
서버(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연결된다. 실행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는 전체 노드가 공유된 디스크로 접근되게
하여 준다. 노드가 없을 경우 클러스터 리소스는 다른 가능한 노드로 이동되게 된다(시스템 대체작동).
공유된 디스크와 가상 서버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시스템 대체작동시 서비스가 잠깐
멈춰지게 된다.

DLO 를 MS 클러스터 서버에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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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DLO 관리 서버를 MS 클러스터에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된다
2 개 노드 클러스터가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Enterprise,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Enterprise 에 DLO 로 지원된다.
•

DLO 클러스터는 Windows Server 2003, 2008, 2008 R2 다수 노드 배치에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DLO 가

노드간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공유하기 위하여 배치상에 공유 디스크가 있어야 한다.

•

조절 노드와 지정 시스템 대체 작동 노드는 관리 DLO 서버가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경우 온라인상이어야

한다.

•

설치시 유일한 관리 DLO 서버 가상 서버의 IP 주소와 유일한 네트워크명이 요청된다.

•

클러스터 노드상에 DLO 의 설치 중 설치를 실행하는 노드는 공유 디스크를 보유하여야 한다.

클러스터에 전체 노드상에 DLO 서비스를 위해 도메인 관리 계정을 사용한다. 클러스터에 노드가 DLO 를
사용하고 여러 계정들을 가질 경우 서비스를 변경하여 도메인 관리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다.

DLO 를 MS 클러스터 서버에 설치하기
MS 클러스터 서버에 DLO 설치하는 법
1. DLO 를 전체 노드에 설치한다
2. 시작 > 프로그램 > Symantec NetBackup > Symantec DLO > DLOCluster 배치 유틸러티
3. Symantec Cluster Configuration Wizard 에서 다음에 클릭하여 새 넷백업 DLO 클러스터 그룹을
작성하여 배치한다.
4. 클러스터 그룹 정보에서 다음을 입력한다.
a.

넷백업 DLO 클러스터 그룹의 유일한 이름 입력하기에서나 초기 공장값 이용하기에서 –
요청되는 이름이나 넷백업 DLO(초기 공장값 이름)을 사용한다.

b.

이 노드를 위한 넷워크 어뎁터 카드 선택하기나 초기 공장값 이용하기에서 - 공공
선택사항을 선택한다.

주의: 개별 선택사항은 클러스터를 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선택되어진다.
c.

변경하기에 클릭하여 드라이브를 선택한다.

주의: MSCS Quorum 드라이브 <디스크>는 지원되지 않는다.
d.

애플리케이션 자료의 위치 변경하기에서 넷백업 DLO 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새
위치를 선택한 후 다음에 클릭한다. 변경된 위치가 클러스터 그룹 정보 창에 뜨게 된다.

5. 다음에 클릭한다.
6. 가상 서버 정보에서 다음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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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넷백업 DLO 가상 서버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초기 공장값을 사용하기에서 – 요청된
서버명을 입력하거나 DLOVRS(초기 공장값 이름)을 사용한다.

b.

넷백업 DLO 가상 서버의 IP 주소 입력하기에서 – 가상 IP 주소를 입력한다.

c.

넷백업 DLO 가상 서버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기에서 –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한다. .

d.

다음에 클릭한다.

7. 노드를 추가하기나 삭제하기에서 추가하기에 클릭하여 노드를 넷백업 DLO 클러스터 그룹에
추가한다.
8. 다음에 클릭한다.
9. 클러스터 배치 준비에서 배치하기에 클릭하여 클러스터를 배치한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배치된 이후 다음 화면이 뜨게 된다.
10.

요약에서 클러스터 배치의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이 뜨게 된다.

11.

마치기에 클릭하여 위자드에서 나간다.

DLO 언클러스터하기
넷백업 DLO 언클러스터하는 방법
시작 > 프로그램 > Symantec NetBackup > Symantec DLO > DLOCluster Configuration Utility
1.

시맨텍 클러스터 배치 위자드에서 다음에 클릭한다.

2.

노드 추가 혹은 삭제하기에서 클러스터에서 제거될 노드를 선택한 후 삭제하기에 클릭한다.

선택된 노드가 넷백업 DLO 클러스터 그룹이 아닌 노드에 이동된다.
3.

다음에 클릭한다. 경고 메시지 ‘전체노드를삭제하기를선택하셨습니다.

데이터를공유드라이브에서삭제하기를원하십니까?”가 뜬다.

네에 클릭한다. 경고메시지 ’

클러스터그룹의삭제이후데이터를공유드라이브에서이현지노드가사용할수있게하시겠습니까?’ 가 뜬다.
4.

네에 클릭한다.

5.

클러스터 배치 준비에서 배치하기에 클릭하여 설정이 클러스터 배치게 적용되게 한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배치된 이후 다음 화면이 뜨게 된다.
6.

요약에서 클러스터 배치의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이 뜨게 된다.

7.

마치기에 클릭하여 위자드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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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
DLO 에는 다음 절에 설명된 대로 DLO 서버 작업 관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강력한 명령줄 시스템 도구가
제공됩니다.
•

DLO 명령 구문

•

명령 세부 사항

DLO 명령 구문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명령은 설치 디렉터리에서 DLOCommandu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참고 Symantec DLO 버전 7.0 이상의 기본 설치 디렉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
Symantec DLO 를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할 경우 원래 설치 디렉터리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DLO 이전
버전은 다음 기본 설치 디렉터리를 사용했습니다.
C:\Program Files\VERITAS\NetBackup DLO
C:\Program Files\Symantec\NetBackup DLO
DLOCommandu 는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DLOCommandu [원격 서버 옵션] 명령 [명령 옵션 및 인수] [로그 파일 옵션]
원격 서버 옵션
원격 서버 옵션을 통해 명령을 실행할 원격 서버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서버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서버 옵션

옵션

설명

-C <컴퓨터>

원격 컴퓨터 이름이며 로컬 컴퓨터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N <사용자>

정식 사용자 이름(예: Enterprise\GFord)입니다. 기본값은 현재
사용자입니다.

-W <암호>

-n 이 지정된 경우 사용자 암호입니다.

명령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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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AssignSL 명령

•

-EnableUser 명령

•

-ChangeDB 명령어

•

-ChangeServer 명령

•

-KeyTest 명령

•

-ListProfile 명령

•

-ListSL 명령

•

-ListUser 명령

•

-LogFile 명령

•

-Update 명령

•

-EmergencyRestore 명령

•

-SetRecoveryPwd 명령

•

-NotifyClients 명령

•

-InactiveAccounts 명령

•

MigrateUser 명령어

•

-ListMachines 명령어

-AssignSL 명령
-AssignSL 명령은 기존 저장 위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새 저장 위치는 동일한 DLO 관리 서버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의 기존 저장 위치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사용자 이동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새 저장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계정 이름, 프로필 이름, 프로필 ID, 저장 위치, 저장 위치 ID, 파일 서버를 기준으로 Desktop Agent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된 Desktop Agent 는 DLO 관리 서버에 이동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문:
DLOCommandu -assignsl -NI [-A | -F | -P | -PI | -S | -SI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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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명령 옵션:
-AssignSL Options
옵션
-NI <newSLID>
-A
-F <파일 서버>
-P <프로필 이름>
-PI <프로필 ID>
-S <SL 이름>
-SI <SL ID>
-N <사용자>

설명
-NI 옵션은 새 저장 위치의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할당합니다.

지정된 파일 서버에 있는 저장 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프로필을 가진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해당 프로필 ID 를 가진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저장 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해당 저장 위치 ID 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사용자 계정에만 새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예:
DLOCommandu -assignsl -NI DLO_SL02 -A
DLOCommandu -assignsl -NI DLO_SL03 -U mmouse
-EnableUser 명령
-EnableUser 명령은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사용자 또는 파일 서버(모든
저장 위치), 프로필 이름, 프로필 ID, 저장 위치 이름, 저장 위치 ID, 사용자 이름별로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DLO 관리 서버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강제로 새로 고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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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Commandu -enableuser [ -E | -D ] [ -A | -F | -P | -PI | -S | -SI | -U ]
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명령 옵션:
-EnableUser Command Options
옵션
-A
-E | -D
-F <파일 서버>
-P <프로필 이름>
-PI <프로필 ID>
-S <SL 이름>
-SI <SL ID>
-N <사용자>

설명
DLO 관리 서버에서 모든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 설정, 즉, E 입니다.
지정된 파일 서버에 있는 저장 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지정된 프로필 이름을 가지는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지정된 프로필에 할당된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지정된 저장 위치에 할당된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지정된 저장 위치의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지정된 사용자 이름을 가지는 사용자만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예:
DLOCommandu -enableuser -E -A
DLOCommandu -enableuser -D -U mmouse

-ChangeDB 명령어
본 명령어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DLO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데 이용된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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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Commandu –ChangeDB –DBServer <DB Server Name> -DBInstance <DB Instance Name> DBName <DLO Database Name> -DBDataFile <DLO data file name> -DBLogFile <DLO log file>

명령어 선택사양
선택사양

내용

–DBServer

새 데이터베이스 서버명

–DBInstanc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명
주의: 빈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경우 “”를 지정한다

–DBName

데이터베이스명. 초기값은 DLO

–DBDataFile

데이터베이스명. 초기값은 DLO.mdf

–DBLogFile

로그파일명. 초기값은 DLO_log.ldf

-ChangeServer 명령
-ChangeServer 명령은 사용자의 DLO 관리 서버를 다른 미디어 서버로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데스크탑 사용자는 사용자가 지정된 동일한 DLO 관리 서버에서 관리되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해야 합니다.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새 DLO 관리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프로필 및 저장 위치가 지정됩니다.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를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가 한 DLO 관리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다시 지정될 때 사용자의 현재 프로필 설정과
기존 백업 파일은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설정과 파일은 원래 파일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구문:
DLOCommandu -ChangeServer -M <DLO 관리 서버> [ -A | -F <파일 서버> | -P <프로필 이름> | -PI
<프로필 id> | -S <SL 이름> | -SI <SL id> | -SP <SL 경로> | -U <사용자> ]
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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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옵션:
-ChangeServer Command Options
옵션
-A
-F <파일 서버>
-M <DLO 관리 서버>
-P <프로필 이름>
-PI <프로필 ID>
-S <SL 이름>
-SI <SL ID>
-SP <SL 경로>
-N <사용자>

설명
모든 사용자 전환(기본값).
지정된 파일 서버의 저장 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새 DLO 관리 서버 이름.
프로필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프로필 ID 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저장 위치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저장 위치 ID 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저장 위치 경로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예:
DLOCommandu -ChangeServer -M sunshine -P Desktop*
DLOCommandu -ChangeServer -M sunshine -SP \\moonlight\EngDept
DLOCommandu -ChangeServer -M sunshine -SP \\moonlight\EngDept\Enterprise-MNoel
-KeyTest 명령
-KeyTest 명령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를 검사하여 현재 암호화 키로 복원할 수 없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식별합니다.
구문:
DLOCommandu -KeyTest
명령 옵션:
다음 옵션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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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Test 명령 옵션
옵션

설명
-f 옵션은 데이터가 이미 확인되었더라도 모든 사용자 전체 검사를 강제로

-f

실행합니다.

-quar

-quar 옵션은 발견된 복원 불가능한 데이터를 격리합니다. 현재 암호화 키로 복원할
수 없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있는 .dloquarantine 폴더에 격리됩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검사하고 보고하지만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purge

-purge 옵션은 이전에 격리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예: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거나 desktop agent 의 이전 버전에서

DLOCommandu keytest

백업된 복원 불가능한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이전에 확인되었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여 복원 불가능한

DLOCommandu keytest -f -quar

데이터를 식별합니다. 복원 불가능한 데이터를 격리합니다.
-ListProfile 명령
-ListProfile 명령은 Desktop Agent 사용자의 프로필 목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DLOCommandu -listprofile [ -A | -P ]
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명령 옵션:
-ListProfile 명령 옵션
옵션
-A

설명
모든 프로필에 대한 설정 표시(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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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프로필 이름>

지정된 프로필에 대한 설정만 나열합니다.

예:
DLOCommandu -listprofile -A
DLOCommandu -listprofile -P yourprofile
-ListSL 명령
-ListSL 명령은 DLO 저장 위치 목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DLOCommandu -listsl [ -A | -F | -S ]
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명령 옵션:
-ListSL 명령 옵션
옵션
-A
-F <파일 서버>
-S <SL 이름>

설명
모든 저장 위치 표시(기본값)

지정된 서버의 저장 위치를 나열합니다.

지정된 저장 위치만 나열합니다.

예:
DLOCommandu -listsl -A
DLOCommandu -listsl -F yourserver
DLOCommandu -listsl -S yourSL
-ListUser 명령
-ListUser 명령은 파일 서버, 프로필 이름, 프로필 ID, 저장 위치 이름, 저장 위치 ID 또는 사용자
이름별로 목록을 표시하거나 모두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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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Commandu -listuser [ -A | -F | -P | -PI | -S | -SI | -U ]
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명령 옵션:
-ListUser 명령 옵션
옵션
[-A ]
-F <파일 서버>
-P <프로필 이름>
-PI <프로필 ID>
-S <SL 이름>
-SI <SL ID>
-N <사용자>

설명
모든 사용자에 대한 설정 표시(기본값)

지정된 파일 서버상에 있는 저장 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설정을 나열합니다.
사용자의 설정을 프로필 이름별로 나열합니다.

사용자의 설정을 프로필 ID 별로 나열합니다.

사용자의 설정을 저장 위치 이름별로
나열합니다.
사용자의 설정을 저장 위치 ID 별로
나열합니다.
사용자의 설정을 사용자 이름별로 나열합니다.

예:
DLOCommandu -listuser -A
DLOCommandu -listuser -P yourprofile
DLOCommandu -listuser -U mmouse
DLOCommandu -listuser -U m*
-LogFile 명령
LogFile 옵션을 통해 관리자가 로그 파일의 경로 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명령을 실행할
경우 로그 파일을 덮어쓰게 되므로 모든 이벤트(로그)를 추적하려면 다음 로그 파일의 경로\이름을
변경하여 이전 버전의 로그 파일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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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경로는 다음 설치 경로에 있는 “\Logs” 폴더입니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Logs
DLO 가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경우 원래 디렉터리 구조가 사용됩니다. 이전 릴리스에서 “\Logs”
폴더의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C:\Program Files\VERITAS\Symantec DLO\Logs
구문:
-LogFile <경로\파일>
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명령 옵션:
-LogFile 명령 옵션
옵션
<경로>
<파일>

설명
새 로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새 로그 파일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
DLOCommandu -logfile test.log
DLOCommandu -logfile “c:\test.log”
-Update 명령
-Update 명령은 Desktop Agent 업데이트를 표시, 제거 및 게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Desktop Agent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O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DLOCommandu -update [ -list | -add | -remove | -publish ]
하위 명령:
다음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나열, 추가, 제거 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각 명령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설명은 명령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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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이전에 사용된 업데이트의 설정을 나열합니다.

-List [-A|-UI <업데이트 ID>]

업데이트 목록에 “업데이트 정의 파일”을 추가하고 고유 ID

-Add -F <파일 이름>

번호를 할당합니다. -publish 명령으로 업데이트가 게시될
때 업데이트 ID 번호가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목록에서 파일을 제거합니다.

-Remove [-UI <업데이트 ID>|-A]

사용자가 지정된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Publish [-R] -UI <업데이트 ID> [-P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름>|-PI <프로필 ID>|-U

[-P] 프로필 이름

<사용자>]

[-PI] 프로필 레코드 ID. 프로필 레코드 ID 를 얻으려면 listprofile 명령을 실행합니다.
[-U] 사용자 이름

명령 옵션:
-Update 명령 및 하위 명령 옵션
옵션
-A
-F <파일 이름>
-U <사용자>
-P <프로필 이름>
-PI <프로필 ID>
-R
-UI <업데이트 ID>

설명
모두 업데이트

업데이트 레코드가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지정합니다.

Enterprise\JFord 와 같은 정식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프로필 이름을 지정합니다.

프로필 레코드 ID 를 지정합니다.

게시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업데이트 레코드 ID 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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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필, 저장 위치 및 사용자 이름 검색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예:
•

게시된 업데이트를 나열하려면:
게시된 모든 업데이트에 대한 설정을 나열합니다.

DLOCommandu -update -list -A
특정 업데이트의 세부 사항을 나열하려면:
DLOCommandu -update -list -UI <updateID>
•

업데이트 목록에 파일 추가 및 ID 번호 지정
게시될 업데이트 파일을 준비하고 고유 레코드 ID 번호를 지정합니다. 다음 명령이 실행될 때 레코드 ID 번호가
반환됩니다.

DLOCommandu -update -add -f cntlfile.txt
•

업데이트를 게시하여 Desktop Agent 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특정 사용자 또는 프로필의 사용자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프로필 및 사용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대한 업데이트를 게시하려면:
DLOCommandu -update -publish -UI <업데이트 ID> -P <프로필 이름>
DLOCommandu -update -publish -UI 63 -P yourprofile
특정 사용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게시하려면:
DLOCommandu -update -list -UI <업데이트 ID> -U <프로필 이름>
모든 사용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게시하려면:
DLOCommandu -update -list -UI <업데이트 ID> -U *
•

업데이트 목록에서 파일 제거
업데이트 목록에서 파일을 제거합니다. 파일이 이전에 게시된 경우 파일을 제거하기 전에 게시를 취소해야 합니다.
게시를 취소하려면:

DLOCommandu -update -publish -R -UI 33
제거하려면:

DLOCommandu -update -remove -UI 3
-EmergencyRestore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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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Restore 명령은 DLO 관리자 복구 암호를 사용하여 DLO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복구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구조의 특정 위치에 복원되지만 더 이상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 암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DLOCommandu -EmergencyRestore <usersharepath> -W <복구 암호> -AP <대상 경로>
명령 옵션:
-EmergencyRestore 명령 옵션
옵션
<usersharepath>
-W <복구 암호>
-AP <대상 경로>

설명
사용자 공유 디렉터리의 전체 경로를 지정합니다.

복구 암호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복원 경로를 지정합니다.

-SetRecoveryPwd 명령
-SetRecoveryPwd 명령은 복구 암호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며, 복구 암호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DLO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는 경우 이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이제 -SetRecoveryPwd
명령은 기존 사용자의 암호뿐만 아니라 새 사용자의 암호도 업데이트합니다.
한 번 설정되면 이 복구 암호는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의 사용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 암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DLOCommandu -SetRecoveryPwd <암호>
-NotifyClients 명령
-NotifyClients 명령은 Desktop Agent 가 즉시, 또는 오프라인일 경우 다음 Desktop Agent 이 연결될 때
프로필 설정을 새로 고치도록 강제합니다.
구문:
DLOCommandu -notifyclients
-InactiveAccounts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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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tiveAccounts 명령은 지정한 일 수 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정을 나열 및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활성 계정을 나열하려면
dlocommandu -inactiveaccounts -list -days <#일수>
이 명령은 비활성 계정 목록을 반환합니다. 목록은 특정 계정을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컴퓨터 이름

•

컴퓨터 ID

•

domain\user name

•

사용자 ID

특정 비활성 계정을 삭제하려면
dlocommandu -inactiveaccounts -delete -U <도메인\사용자 이름> -M <컴퓨터 이름> -days <일 수>
dlocommandu -inactiveaccounts -delete -UI <사용자 ID> -MI <컴퓨터 ID> -days <일 수>
-U 및 -M 은 이름으로 사용자 및 컴퓨터를 삭제하는 데 사용되고 -UI 및 -MI 는 ID 로 사용자 및 컴퓨터를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정한 일수 동안 비활성인 모든 계정을 삭제하려면
dlocommandu -inactiveaccounts -delete -a <#일수>
-RenameDomain 명령
-RenameDomain 명령은 Windows NT 도메인 이름이 변경된 후 사용됩니다. RenameDomain 명령을
실행하면 새 도메인 이름을 반영하도록 각 Desktop Agent 사용자의 레코드가 변경되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경로가 변경됩니다. 각 Desktop Agent 에도 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구문:
DLOCommandu -RenameDomain <OldDomainName> <NewDomainName>
-RenameMS 명령
-RenameMS 명령은 DLO 관리 서버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RenameMS 명령을 실행하면 설치
공유, 저장 위치 경로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경로가 업데이트됩니다. 각 Desktop Agent 에도
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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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Commandu -RenameMS <OldServerName> <NewServerName>
-LimitAdminTo 명령
-LimitAdminTo 명령은 DLO 관리를 지정된 그룹 또는 사용자로 제한합니다.
구문:
DLOCommandu -LimitAdminTo -NAU <domain\NewAdminName>
DLOCommandu -LimitAdminTo -NAU <domain\NewAdminGroup>
명령 옵션
-LimitAdminTo 명령 옵션
옵션

설명

-NAU

-NAU 옵션은 새 DLO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DLO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DAU

-DAU 옵션은 DLO 관리자 또는 DLO 관리 그룹을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L

-L 옵션은 현재 DLO 관리자 및 그룹을 모두 나열합니다.

IOProfile 명령어
-IOProfile 명령어는 프로필이 하나의 DLO 관리 서버에서 엑스포트된 후 다른 DLO 관리 서버로
임포트되게 한다. 전면 설정을 임포트하기 위한 선택기능이 또한 제공되게 된다.
주의: 프로필이 임포트될 경우 초기 사용자가 이에 할당되게 하지 않으므로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전면 설정이 임포트될 경우 이는 즉시에 서버에 할당된 전체 데스크탑 에이젼트 사용자에
적용된다.
•

프로필 익스포트하는 법
DLOCommandu -C -IOProfile -DBF -E

이는 요청된 명명된 프로필(-E)를 지정된 서버(-C)에서 명명된 파일(-DBF)로 익스포트하게 된다. 프로필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동일한 서버상인 경우 마스터 서버명을 –C 선택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

프로필 임포트하는 법
DLOCommandu -C-IOProfile-DBF 익스포트 파일명>

이는 프로필을 주어진 파일(-DBF)에서 명명된 버서(-C)로 임포트하게 된다
•

이는 프로필을 주어진 파일(-DBF)에서 명명된 버서(-C)로 임포트하게 된다
DLOCommandu -C -IOProfile -DBF -IPR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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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에 추가로 전면 설정을 임포트할 경우 IPR GS 선택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DLOCommandu-C < 서버명> -IOProfile -DBF <익스포트 파일명> -IPRGS

-Report 명령어
이 명령어는 사전에 정의된 DLO 보고서를 양산하고 저장한다. 보고서를 만들려면 보고서와 관련된 .rdl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가능한 보고서와 이에 상응하는 .rdl 파일의 목록서를 위해 183 페이지의 “-ListReport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보고서 > 보고서_이름 > 특성을 DLO 콘솔 UI 에서 선택할 경우 사용가능한 파일 이름을
사용한다.
보고서가 보관되는 전체 필터 기준과 출력 경로는 선택 사항에 속한다.
보고서 포맷 또한 선택사항에 속한다. 초기 공장값으로 보고서는 PDF 포맷으로 작성되고 저장된다. DLO
전면 설정의 초기 공장값 보고서 포맷은 이 명령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체계
DLOCommandu -Report -RDL <RDL 파일명> [-O <출력경로>] [-FC <컴퓨터명>] [-FU <사용자명>] [-FD
<일>] [-T <PDF | HTML | XML | XLS>]
명령어 선택사항
–EnableUser 선택사항
선택사항

내용
요청된 보고서와 관련된 .rdl 파일의 이름. 보고서 템플릿은 보고서 정의

-RDL <RDL 파일명>

언어(RDL)로 지정된다.
RDL 파일명이 요청된다

-O <출력 경로>

-FC <컴퓨터명>

작성된 보고서를 보관하기 위한 경로
경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는 현 디렉토리에 보관된다.
컴퓨터명을 지정하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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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사용자명>

사용자명을 지정하는 필터

-FD <일수>

일수를 지정하는 필터

-T <PDF, HTML, XML

보고서 포맷

혹은 XLS>

보고서 포맷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PDF 가 사용된다.

예시
DLOCommandU -보고서 -RDL DLOactiveevents_en.rdl -FD 3 -FC MyDesktop -O C:\DLOReports -T PDF
샘플 명령어는 지난 3 일간 MyDesktop 이라 명명된 기기를 위해 활성 경고의 PDF 포맷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C:\DLOReports' 폴더에 보관한다.
유일한 형태의 보고서 식별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는 시간 도장을 찍은 .rdl 파일 이름의 이름을 가진다.
시간 도장은 연도, 일, 월, 시, 분이 표기된다.
이 예에서 명령어가 2007 년 7 월 25 일 오전 10:28 에 시행되면 보고서 파일을
DLOactiveevents_en_200725071028.pdf 이름으로 C:\DLOReports 폴더에서 작성한다.

-ListReport 명령어
이 명령어는 DLO 의 제공되는 보고서 전체와 상응하는 RDL 파일명을 나열한다. 본 명령어는 선택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여 의 -report 보고서입력으로 사용된 RDL 파일명을 결정한다.
체계
DLOCommandu -ListReport

MigrateDomain 명령어
이 명령어는 신뢰로서 이전 도메인에서 새 도메인으로 사용자를 이동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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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DLOCommandu -MigrateDomain -OD <OldDomainName> -ND <NewDomainName> -U <UserName>

명령어 선택사양

표 4-15 MigrateDomain 명령어 선택사양
선택사양

내용

-OD

이전 도메인의 이름

-ND

새 도메인의 이름

-U

와일드카드의 유무로서 사용자명

-MigrateSL 명령어
본 명령어는 기존의 DLO 사용자의 NUDF 를 한 보관 위치에서 다른 보관 위치로 이동하여 준다. 사용자는
데이터와 함께 새 보관 위치로 이동되게 된다. 보관 위치는 CIFS 이거나 각종 대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될 수 있다.
이동되어지는 데스크탑 에이젼트는 DLO 관리 서버가 이동이 완료되었다고 통보되어질 때까지 불능되게
된다. 이동시에 사용자는 백업을 오프라인상으로 현지 사용자 데이터 폴더(LUDF)에 행할 수 있으며
LUDF 에만 있는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본 명령어는 또한 이동의 진척사항(이동 상태 보고서)를 조사하고 보고한다. 본 명령어는 일지파일에 운영
업데이트와 진척사항을 기록하고 또한 명령어 창에 일지 파일을 띄운다.
이동이 중단된 경우 도구를 다시 실행하여 이동을 데이터의 손실없게 마치게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이동이 완료된 이후 사용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들의 프로필이 새 보관 위치로 향하도록
업데이트되게 된다. 사용자 데이타는 이전의 보관 위치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데이터 삭제는 수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데스크탑 에이젼트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명, 프로필명, 프로필 ID, 보관 위치, 보관 위치 ID, 파일 서버명
필터 선택사항에 따른 새 네트워크 보관 위치에 이동될 수 있다.
새 네트워크 보관 위치(-NI 혹은 –NP 선택사항)와 7 개의 이동 필터 선택사항 중 하나가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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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DLOCommandu -MigrateSL [-NI | -NP] [-A | -F | -P | -PI | -S | -SI | -U]
명령어 선택사항
–EnableUser

선택사항

선택사항

내용

–NI

새 네트워크 보관 위치의 ID

–NP

To 네트워크 보관 위치로의 유자격의 경로

–A

전체 사용자를 이동하기

–F <파일서버>

지정된 파일 서버상에 보관 위치의 사용자만을 이동하기

–P <프로필명>

지정된 프로필명의 사용자만을 이동하기

–PI <프로필 id>

지정된 프로필 ID 의 사용자만을 이동하기

–S <SL 명>

지정된 보관 위치명의 사용자만을 이동하기

–SI <SL id>

지정된 보관 위치 ID 의 사용자만을 이동하기

–U <사용자>

지정된 사용자만을 이동하기

주의: 와일드카드 매치(*)는 프로필, 저장 위치, 사용자명에 허용된다. 따옴표는 이름이 공간이나 :을
포함할 경우 이름 주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예시
DLOCommandu -MigrateSL -NI DLO_SL02 –A
DLOCommandu -MigrateSL -NI DLO_SL03 -U mmouse

이동 상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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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보고서는 각 이동 시행에 양산되게 된다. 이 보고서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Logs 에 위치한다. 다음 예는 샘플 보고서가 된다.
이동 상태 보고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동될 총 사용자: <총사용자 수>
이동된 총사용자: <이동된 사용자 수>
남아있는 총 사용자: <남아있는 사용자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공: <성공 수> 취소: <취소된 수> 실패: <실패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자명:<도메인\사용자명>
소스 SL: <이전 NUDF>
대상 SL: <새 NUDF>
시작 시간: <시작일 시각>
종료시간: <종료일 시각>
소스의 파일: <소스의 파일 수>
대상의 파일: <대상의 파일수> }
소스의 바이트: <소스의 총 바이트>
대상의 바이트: <대상의 총 바이트>
이동 결과: <시행의 실패시 상세한 에러 메시지와 함께 이동 결과>

ChangeProfile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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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령어는 사용자(들)에 할당된 프로필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곳에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프로필로 할당될 수 있다.

체계
DLOCommandu -ChangeProfile -NP|-NPI [-A|-F|-P|-PI|-S |-SI|-U]
주의: 와일드카드 매치(*)는 프로필, 저장 위치, 사용자명에 허용된다.
따옴표는 이름이 공간이나 :을 포함할 경우 이름 주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명령어 선택사항
–ChangeProfile 선택사항
선택사항

내용

–NI <새 SL ID>

새 보관 위치 ID

–NP <새 SL 경로>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유자격 UNC 경로

–A

전 사용자 이동하기

–F <파일 서버>

명명된 파일 서버상에 보관 위치의 사용자를 이동하기

–P <프로필명>

명명된 프로필의 사용자를 이동하기

–PI <프로필 id>

주어진 프로필 id 의 사용자를 이동하기

–S <SL 이름>

명명된 보관 위치의 사용자를 이동하기

–SI <SL id>

주어진 보관 위치 id 의 사용자를 이동하기

–U <사용자>

명명된 사용자를 이동하기

-UF<텍스트 파일 경로>

주어진 텍스트 파일에 나열된 사용자를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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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DLOCommandu -ChangeProfile -NP newprof -A
-MigrateUserSL 명령어
본 명령어는 NUDF 를 새 보관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체계
DLOCommandu -MigrateUserSL [-NI <새 SL id>|-NP <새 SL 경로>] [-A|-F <파일 서버>|-P <프로필명>|-PI
<프로필 id>|-S <SL 명>|-SI <SL id>|-U <사용자>|-UF <텍스트파일 경로>]
주의: 와일드카드 매치(*)는 프로필, 저장 위치, 사용자명에 허용된다.
따옴표는 이름이 공간이나 :을 포함할 경우 이름 주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명령어 선택사항
–-MigrateUserSL 선택사항
선택사항

내용

–NI <새 SL ID>

할당할 새 프로필

–NP <새 SL 경로>

할당할 새 프로필(ID 로)

–A

전 사용자

–F <파일 서버>

명명된 파일 서버상의 보관 위치의 사용자

–P <프로필명>

명명된 프로필의 사용자

–PI <프로필 id>

주어진 프로필 id 의 사용자

–S <SL 명>

명명된 보관 위치의 사용자

–SI <SL id>

주어진 보관 위치 id 의 사용자

–U <사용자>

명명된 사용자 계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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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DLOCommandu - MigrateUserSL - NI 12 -A

MigrateUser 명령어
명령어 이 명령어는 사용자를 새 저장 위치로 이동시킬때 사용된다.
체계:
DLOCommandu -MigrateUser [-A|-F <file server>|-P <profile name>|-PI <profile id>|-S <SL name>|-SI
<SL id>|-U <user>|-UF <text file path>]
주의: 와일드 카드 “’” 조합은 프로필, 보관 위치, 사용자명에 허용됩니다. 이름이 공간이나 콜론을 포함할
경우 이름 주위의 인용표가 요구됩니다. 전체 보관 위치의목록서를 얻으려면 -ListSL 명령어를
사용하세요.

명령어 선택사양
사용자 명령어 선택사양을 이동한다.
선택사양

내용

-M <미디어 서버>

새 미디어 서버명

-A

전 사용자 이동하기

-F<파일 서버>

명명된 파일 서버에 보관 위치가 있는 사용자를
이동하기

-P<프로필명>

명명된 프로필이 있는 사용자를 이동하기

-P1<프로필 id>

주어진 프로필 id 가 있는 사용자를 이동하기

-S<SL 명>

주어진 보관 위치가 있는 사용자를 이동하기

-SI<SL id>

주어진 보관 위치 ID 가 있는 사용자를 이동하기

-U<사용자>

명명된 사용자만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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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텍스트파일 경로>

주어진 텍스트파일내의 사용자를 이동하기

지정 DB 를 위한 선택적 매개변수
-DB 서버 <DB 서버>

디폴트: 미디어 서버와 동일

-DBInstance<DB 인스턴스>

디폴트 :DLO

-DBName<DB 명>

디폴트 :DLO

-DBDataFile<DB 데이터 파일>

디폴트: DLO.mdf

-DBLogFile<DB 로그 파일>

디폴트:DLO_log.mdf

주의: -DBInstance 선택사양을 위해 “빈 인스턴스의 경우”를 지정한다.

-ListMachines 명령어
본 명령어는 DLO 관리 콘솔에 연결된 전 DLO 에이젼트 기기를 목록화한다.
체계:
DLOCommandu -ListMachines
기기의 목록서는 명령어 프롬트에 표시된다. 파일에 목록서를 저장하려면 본 명령어의 실행시에 파일명을
제공하도록 한다.
DLOCommandu -ListMachines<파일 경로>
예 DLOCommandu -ListMachines > C:\MachineList.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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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및 라이센스 도구
DLO 에서 제공하는 여러 명령줄 시스템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LO 명령줄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및 라이센스 도구 명령은 설치 디렉터리에서 DLODBUtils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참고 Symantec DLO 버전7.0 이상의 기본 DLO 관리 콘솔 설치 디렉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
Symantec DLO가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경우 원래 설치 디렉터리가 사용됩니다. 이전 릴리스에
대한 기본 설치 디렉터리는 C:\Program Files\Symantec\NetBackupDLO DLO였습니다.

명령줄 옵션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면 명령줄 도구에서 유지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할 때 특정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server <컴퓨터 이름>
이 명령을 사용하여 DLO 명령줄 기능을 적용할 컴퓨터를 지정합니다. 기능을 원격 수행할 특정 컴퓨터에
대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DLODBUtils -server server1 -backup

세부 정보 표시
-verbose
이 기능을 사용하여 DLO 명령줄 작업을 수행할 때 세부 정보 표시 모드를 설정하고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 DLODBUtils -verbose -backup

DLO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다음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명령줄 옵션에서 설명하는 옵션을 이러한 명령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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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이 검사 명령은 DLO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일관성 오류가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복구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백업
-backup -dir <백업 디렉터리>
백업 명령을 사용하면 DLO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한 디렉터리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예 DLODBUtils -backup -dir “c:\backups\DLODatabase”
IDR
IDR 명령은 DLO IDR(Intelligent Disaster Recovery) MSD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사하고 복구합니다.
-setupidr
MSDE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예 DLODBUtils -setupidr
-idr
-setupidr 명령으로 저장된 MSD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원합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이 명령을
실행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 DLODBUtils -idr
데이터베이스 복원
-restore -databasefile
복원 명령을 사용하면 특정 백업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 DLODBUtils -restore -databasefile “c:\backup\DLO.bak”
참고 단독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restore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기 유지 관리
다음 명령은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줄 옵션에서 설명하는 옵션을 이러한
명령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압축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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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제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 DLODBUtils -compact
인덱스 재구성
-rebuildindex
DLO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덱스를 재구성합니다.
예 DLODBUtils -rebuildindex
데이터베이스 복구
-repair
DLO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예 DLODBUtils -repair
경고 정비
-groomalerts 일
지정된 일 수보다 오래된 경고를 제거합니다.
예 DLODBUtils -groomalerts 5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결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DLO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단독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attach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DLO 관리 서비스를 중지한 다음 명령을 실행한 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attach -datafile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 -logfile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이름>
예 DLODBUtils -attach -datafile “c:\backup\DLO.mdf” -logfile “c:\backup\DLO.ldf”
데이터베이스 분리
참고 단독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detach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DLO 관리 서비스를 중지한 다음 명령을 실행한 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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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합니다.
예 DLODBUtils -detach

사용권 관리
이러한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라이센스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나열
-list
현재 DLO 사용권을 나열합니다.
예 DLOLicenseCLI.exe -list
사용권 추가
-add <라이센스 키>
지정된 라이센스 키를 추가합니다.
예 DLOLicenseCLI.exe -add <라이센스 키>
사용권 삭제
-delete <라이센스 키>
지정된 라이센스 키를 삭제합니다.
예 DLOLicenseCLI.exe -delete <라이센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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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로그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 도구
DLO 는 전 DLO 이진법을 위한 다른 로그 수준으로 로그를 작동시키는 명령어 라인 시스템 도구를
제공한다.
DLO 로그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 도구 명령어는 설치 디렉토리에서 실행되고 DLOLoggingu 명령어로
실행된다.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DLOLoggingu.exe
체계:
DLOLoggingu -E <DLO component Executable name> [Options [-L | -LS]]
주의: 분포된 DLO 환경에서 DLO 로그 명령어 라인 도구는 개개 DLO 구성품이 설치된 각기 기기에
배치되게 된다.

표 4- 18 DLOLoggingu 선택사양
선택사양

내용

-E

본 선택사양은 로그가 작동되는 DLO 구성품의 실행가능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DLO 콘솔 구성품을 위한 로그를 작동시키기 위해 –E
선택사양의 매개변수로서 DLOConsoleu.exe 를 지정한다.
DLOLoggingu -E “DLOConsoleu.exe”
주의: DLO 구성품의 실행가능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이에 반해 명령어는 실행되지 않게 된다.

-L

본 선택사양은 로그가 작동되게 되는 로그 수준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L 선택사양과 함께 다음 매개변수 중 하나를 지정한다.
버보스(V): 이 수준에서 에러, 경고, 흔적, 기능 입력/빠져나간
흔적이 출력된다.
일반 (C): 이 수준에서 에러, 흔적, 경고가 로그 파일로 출력된다.
불능 (D): 이 수준에서 경고, 에러가 로그 파일로 출력된다. 로그가
명령어 라인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이 값은 디폴트로 설정된다.
이 선택사양에 대해 매개변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로
로그 수준이 불능(“D”)이 되게 된다
예 DLOLoggingu -E “DLOConsoleu.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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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본 선택사양은 로그 파일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을 작동시킨다.
주의: 이 선택사양에서 지정된 값은 로그가 작동되는 전 DLO
구성품에 일반적인 것이다. 이 값은 개개 DLO 구성품의 로그
크기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 유틸러티를 처음으로 실행할시에 로그 크기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디폴트 로그 크기가 10 MB 로 고려될 것이다.
예: DLOLoggingu –E “DLOAdminsvcu.exe” –L “V”
로그 크기가 설정되면 이 값은 이 선택사양을 다시 사용하면서
로그 크기를 분명히 변경할 때까지 동일하게 남아있게 된다.

주의: DLOloggingu 명령어를 실행 이후 새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 로그가 작동되는 DLO 콘솔,
DLO 클라이언트, DLO 서버를 다시 시작하거나 띄우도록 하여야 한다.
예
DLO 관리 서비스를 위해 버보스 로그를 작동시키려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
LOLoggingu –E “DLOAdminsvcu.exe” –L “V” –LS “20”
명령어의 시행 이후 새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 DLO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Desktop Agent 정보
Desktop Agent 는 데이터를 데스크탑의 로컬 드라이브와 네트워크의 저장 위치에 백업하여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데스크탑으로 총칭)의 파일을 보호하는 Symantec DLO(Desktop and Laptop Option)의 구성
요소입니다. DLO 관리자가 Desktop Agent 를 초기 구성합니다. DLO 관리자가 전체 Desktop Agent 를
보고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설정한 사용자는 파일을 복원하고, 여러 데스크탑 간에 파일을
동기화하고, 백업 항목을 구성하며, 일정을 설정하고, 기록을 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사용자와 Desktop Agent 간의 상호 작용 수준을 결정합니다. 관리자는 Desktop Agent 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이 실행되도록 구성하거나 완전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도록 구성하거나 이 둘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의 특징 및 장점
Desktop Agent 에서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 보호. 데스크탑에서 선택한 파일이 데스크탑의 로컬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사용자 작업이 필요 없도록 Desktop Agent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이 온라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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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파일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NetBackup 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DLO 파일 서버에
백업하여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데이터 사용 가능성. 사용자는 각 데스크탑의 동일한 로그인 인증을 사용하여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러 데스크탑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파일 개정판을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하는 경우에
데스크탑이 오프라인 상태라도 이전 파일 개정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동일한 로그인 인증을 사용하여 여러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사용자는 각 컴퓨터에서 동기화되도록 폴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동기화된 파일이 변경되면 업데이트된 파일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복사되고
동기화되도록 구성된 다른 모든 컴퓨터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도 복사됩니다.

Desktop Agent 시스템 요구 사항
다음은 이 버전의 Desktop Agent 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입니다.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항목
운영 체제

설명
Microsoft Windows 2000
Microsoft Windows XP 서비스 팩 1(SP1) 이상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x64 Edition

참고 Desktop Agent 는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torage Server
2003 및 Windows 2000 Server 를 비롯한 모든 서버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넷 브라우저
디스크 공간
기타 하드웨어

Pentium 시스템

필수: 256MB RAM
권장: 512 MB RAM 이상
Internet Explorer 5.01 이상(버전 5.5 권장)

Microsoft Windows 설치 후 25 MB 의 하드 디스크 공간 필요(표준 설치의 경우)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사용할 경우 추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또는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 카드

Desktop Agent 설치
DLO 관리자는 Desktop Agent 를 누가 설치할 지를 결정합니다. Desktop Agent 는 관리자 또는 데스크탑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데스크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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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를 설치하면 해당 데스크탑에 로그온한 사람은 누구나 Desktop Agen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온한 사용자는 로그온 계정에 연결된 DLO 백업 파일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LO 관리 콘솔 또는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모든 컴퓨터는 공통 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Windows 시간 동기화 서비스를 구성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icrosoft.com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Desktop Agent 를 설치할 데스크탑에 대해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설치 중에 데스크탑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에는 같은 관리자 로그인을 다시 사용해야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Desktop Agent 를 설치하려면
1.

Desktop Agent 를 설치할 데스크탑에서 Desktop Agent 설치 파일이 저장된 네트워크 서버를 탐색합니다. 기본
위치는 \\<DLO 관리 서버 이름>\DLOAgent 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setup.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시작]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사용권 계약을 읽은 후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Desktop Agent 가 설치될 데스크탑 로컬 드라이브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변경]을 클릭하고 대체 위치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b.

Desktop Agent 를 기본 위치에 설치하려면 단계 7 로 계속합니다.
기본 설치 위치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DLO\DLO 입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설치]를 클릭합니다.

9.

[마침]을 클릭하여 Desktop Agent 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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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를 구성할 때 다음 항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DLO 관리 서버에 연결

•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로컬 계정 사용

•

Desktop Agent 의 대체 인증 사용

•

대화 상자 및 계정 정보 재설정

•

연결 상태 변경

•

Desktop Agent 해제

•

Desktop Agent 설정

DLO 관리 서버에 연결
일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Desktop Agent 는 DLO 관리 서버의 DLO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따라서 Desktop Agent 를 사용하는 경우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DLO 관리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하나의 인증 세트를 사용하여 DLO 관리 서버에 연결한 후 DLO 를 통해 다른 인증 세트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려고 하면 인증에 실패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여 다시 연결합니다.
Desktop Agent 에 대한 새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면 Desktop Agent 는 새 정보에 대한 통보를 수신하고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설정 또는 동기화된 파일이 변경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Desktop Agent 및 DLO 관리 서버는 서로 직접 접속하지 않습니다.
주의 로컬 시스템의 코드 페이지에 없는 공유 이름의 문자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려고 하면 해당 연결이 실패합니다.
코드 페이지에서는 문자 코드가 개별 문자에 매핑되며, 일반적으로 코드 페이지는 언어 또는 언어 그룹별로 제공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로컬 계정 사용
로컬 계정을 사용하여 데스크탑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계정으로 데스크탑에 로그온할 경우
Desktop Agent 는 도메인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데스크탑에서 로컬 계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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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로컬 계정별로 하나의 도메인 인증 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또는 랩탑 컴퓨터에서 둘 이상의 로컬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계정에 대해 DLO 를 해제하거나 각 계정에 대해 고유한 도메인 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 인증으로 로그온하거나 계정을 해제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예 데스크탑 컴퓨터에 주로 ‘myusername’으로 로그온하는 경우 이 계정으로 DLO 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메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administrator’로 로그온하는 경우에는 로그온 시 이 계정에 대해 DLO 를 해제하면 됩니다. 또는
‘administrator’로 로그온할 때 DLO 에 사용할 고유한 도메인 인증 세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데스크탑 컴퓨터에 있는 여러 사용자는 모두 DLO 를 사용할 수 있지만 Desktop Agent 에 연결하려면 데스크탑
컴퓨터의 고유 인증과 고유 도메인 인증을 입력해야 합니다.

•

DLO 는 Windows XP 의 빠른 사용자 전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Desktop Agent 의 대체 인증 사용

Desktop Agent 의 대체 인증 사용
Desktop Agent 는 기본적으로 로그온 계정을 사용하지만 도메인 간에 연결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체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esktop Agent 에서 인식하지 않는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온한 경우에는 Desktop Agent 작업에 대한 대체
인증을 지정하고 나중 세션을 위해 계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Desktop Agent 작업에
대한 계정을 해제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계정으로 로그온할 때 Desktop Agent 가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이후의 연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계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 DLO 관리 서버에 연결한 경우 해당 계정이 Desktop Agent 에서 사용 중인
계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Desktop Agent 는 Desktop Agent 사용자로 다시 연결하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동일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서버나 공유 리소스에 중복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버나 공유 리소스에 대한 이전의 모든 연결을 끊고 다시 시도하십시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Desktop Agent 는 기본적으로 로그온 계정을 사용하지만 도메인 간에 연결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체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간 작업에 대체 인증 사용
트러스트 관계가 없는 교차 도메인 구성에서 여러 사용자가 같은 Desktop Agent 를 실행하고 있으면 각
사용자는 DLO 관리 서버 도메인에 고유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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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DLO 는 해당 사용자가 이미 DLO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Desktop Agent 작업에 대해 해제된 계정을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대화 상자 및 계정
정보를 재설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대체 인증으로 로그온하거나 계정을 해제하려면
1.

Desktop Agent 에서 인식하지 않는 계정으로 데스크탑 컴퓨터에 로그온하면 [대체 인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Desktop Agent 로깅 옵션을 지정합니다.
대체 인증

항목
이 계정
사용
사용자 이름
암호
도메인
내 암호
저장(V)

설명
현재 로그온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Desktop Agent 를 실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Desktop Agent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증된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Desktop Agent 작업에 사용할 계정 암호를 입력합니다.

Desktop Agent 작업에 사용할 계정의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LO 가 이 암호를 저장하고 나중에 인증이 실패할 경우 미디어 서버 또는 저장 위치에
자동으로 인증하도록 이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이 선택사양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DLO 관리자가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새로 배포된 Desktop Agent 에서는 Desktop Agent 가 미디어 서버에 두
번째로 연결할 때까지 이 옵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계정
사용 안 함

3.

현재 로그온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Desktop Agent 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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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자 및 계정 정보 재설정
DLO 를 사용하는 동안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함]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상자를 다시 표시하도록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 및 계정 정보가 지워졌으면
Desktop Agent 는 리소스에 액세스해야 될 경우 이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대화 상자 및 계정 정보를 재설정하려면
1.

[도구] 메뉴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함] 체크 박스로 인해 표시되지 않는 정보 대화 상자를 재설정하려면 [대화 상자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3.

대화 상자를 재설정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4.

Desktop Agent 에 저장된 암호 및 계정 정보를 지우려면 [계정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5.

계정을 지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연결 상태 변경
Desktop Agent 를 사용할 때 Desktop Agent 콘솔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연결 상태가 표시됩니다.
Desktop Agent 이 오프라인 모드에 있을 경우 다시 온라인에서의 작업을 선택할 때까지 다음 상태가
일어납니다.
•

파일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보류 중인 파일은 “네트워크 보류 중”인 상태로 보류 중인
파일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

작업 로그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

경고는 DLO 관리 서버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연결 상태를 변경하려면
1.

Desktop Agent 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연결 상태를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Desktop Agent 를 오프라인 모드로 설정하려면 [오프라인 작업]을 클릭합니다.

•

Desktop Agent 를 온라인 모드로 설정하려면 [온라인 작업]을 클릭합니다.

참고 DLO 관리자가 네트워크 연결이 사용 가능함을 가정하여 Desktop Agent 가
자동으로 온라인 모드에 돌아올 최대 시간을 설정합니다.

Desktop Agent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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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에서 허용할 경우 Desktop Agent 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를 해제하려면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Desktop Agent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2.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을 경우 이 옵션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Desktop Agent 설정
Desktop Agent 가 해제된 경우 프로필에서 허용하면 Desktop Agent 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를 설정하려면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Desktop Agent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2.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을 경우 이 옵션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Desktop Agent 콘솔 정보
Desktop Agent 콘솔은 Desktop Agent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Desktop Agent 콘솔에 대한 액세스는
DLO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DLO 관리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터페이스 표시. 데스크탑 사용자가 모든 Desktop Agent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태만 표시. 데스크탑 사용자가 백업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지만 Desktop Agent 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상태를 제외한 다른 옵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는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상태 보기를 열거나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만 표시. 데스크탑 사용자는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에서
Desktop Agent 아이콘만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는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음. Desktop Agent 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는 Desktop
Agent 를 볼 수 없습니다.
Desktop Agent 콘솔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Desktop Agent 콘솔 기능
항목
[메뉴 모음]

설명
메뉴 모음은 화면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됩니다. 메뉴를 표시하려면
해당 메뉴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일부 메뉴 항목은 콘솔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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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모음]

작업 모음은 Desktop Agent 콘솔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작업 모음을
숨기려면 [보기] 메뉴에서 [작업 모음]을 선택합니다. 작업 모음에서 작업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선택한 보기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기 메뉴]
[상태]
[백업 선택]
[동기화된 선택 항목]

보기 메뉴는 작업 모음에 나타나며 이 메뉴를 통해 다음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상태를 제공하고, 보류 중인 작업을 나열하며, 최근 백업 작업을
요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상태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로 보호할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및 폴더를 유지하여 항상 최신 백업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동기화를 참조하십시오.

[복원]
[기록]
태스크 메뉴

사용자가 백업 데이터를 복원하고 백업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파일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오류, 경고 및 정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태스크 메뉴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선택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구 메뉴
[옵션]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함] 체크 박스로 인해 표시되지 않는 대화 상자를
재설정합니다.

•

Desktop Agent 에서 저장한 암호 및 계정 정보를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 상자 및 계정 정보 재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Desktop Agent 를 사용할 때 항상 최신 상태 및 설정을 사용하려면 [태스크] 메뉴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십시오.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
Desktop Agent 에서 백업된 데이터는 데스크탑의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는 DLO 관리자가 지정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는 일반적으로 고급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NetBackup 에서도 백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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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로컬 시스템의 코드 페이지에 없는 공유 이름의 문자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려고 하면 해당 연결이 실패합니다.
코드 페이지에서는 문자 코드가 개별 문자에 매핑되며, 일반적으로 코드 페이지는 언어 또는 언어 그룹별로 제공됩니다.

Microsoft Outlook PST 파일을 백업하거나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 및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항목 선택] 보기에서 보호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은 처음에는 관리자가 할당하지만
사용자가 전체 Desktop Agent 를 보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DLO 관리자가 사용자의 프로필을 설정한
경우에는 백업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작업하는 동안 Desktop Agent 설정 및 백업 항목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다시
온라인으로 작업할 때까지 저장되며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Desktop Agent 의 변경 내용과 충돌하는 변경
내용를 관리자도 작성한 경우 관리자의 변경 내용이 사용됩니다.
표준 보기와 고급 보기를 사용하여 백업 항목 선택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보기에는 로컬
드라이브의 내용이 나열되므로 백업할 파일과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백업 항목 선택
설정을 사용하여 새 선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 보기에서는 선택에 대한 더 많은 구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폴더 또는 폴더 목록

•

백업에 포함시키거나 백업에서 제외할 파일의 기준

•

유지할 파일 개정판의 수 제한

•

압축, 백업 파일 삭제 및 암호화 관련 설정

개정판 관리
개정판은 특정 시점의 파일 버전입니다. 파일이 변경되고 백업되면 DLO 는 새 개정판을 저장합니다.
DLO 는 백업 항목의 모든 파일에 대한 특정 수의 개정판을 저장 및 관리합니다. 백업 항목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백업 항목에 유지되는 개정판의 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판의 수가 초과되면 DLO 는 가장 오래된 개정판을 제거하여 데스크탑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지정된 수의 개정판만 유지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유지될 개정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문서를 자주
백업하는 경우 모든 개정판의 시간 차이가 몇 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4 시간 간격으로 두 개의
개정판만 유지하고 최소 간격을 120 분으로 지정하면 오래된 개정판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간 버전은 유지되지 않지만 오래된 개정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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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개정판의 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저장 공간의
크기입니다. 백업에 필요한 공간 크기는 유지할 개정판의 수와 보호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각 파일의 개정판을 3 개 유지하고 백업할 크기 10 MB 인 경우 약 30 MB 의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압축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파일 형식과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 스트림 백업
이제 DLO 는 보안 스트림을 포함하여 파일에 대한 모든 대체 스트림을 보호합니다. 파일의 새 버전이 대체
스트림 데이터 수정 사항만 포함하는 경우 새 버전은 개정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전 버전을
바꿉니다.
관련 항목:
표준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추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
대체 스트림 데이터로 파일 복원

파일 정비
Desktop Agent 는 새 개정판이 만들어지면 백업 항목 선택 설정에 따라 개정판을 정비합니다. 새 개정판이
만들어져 제한 수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개정판이 삭제됩니다.
유지 관리 정비는 삭제된 파일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24 시간마다 실행됩니다. 유지 관리
정비는 마지막 유지 관리 정비 시점으로부터 24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백업 작업 동안
이루어집니다.

표준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
[백업 항목 선택]의 표준 보기에는 백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폴더 및 파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참고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은 프로필에 DLO 관리자가 지정한 항목입니다. 표준 보기에서는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Desktop Agent 에서 만드는 백업 항목 선택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은 표준 보기에 회색 체크 박스로 표시됩니다. 관리자가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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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급 보기에서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기본 백업 항목 선택 설정이 사용됩니다. 표준
보기를 사용하여 새 하위 폴더 및 파일을 백업 항목 선택에 추가하면 이러한 새 백업 항목 선택의 설정은 주
폴더의 설정과 같게 됩니다.
Desktop Agent 백업 항목 선택의 표준 보기에서 파일과 폴더는 사용자가 백업을 위해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 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파일이나 폴더 옆에 있는 체크 박스가 흐리게
표시되는 경우는 관리자가 정의한 선택 사항이므로 관리자가 프로필 정의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 옆에 있는 체크 박스에 ‘X’가 표시되면 이 항목은 관리자가 모든
백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한 항목이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백업 항목 선택의 표준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2.

[표준 보기]를 클릭합니다.

3.

백업할 폴더 및 파일을 선택합니다.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선택을 펼치고 빼기 기호(-)를 클릭하여 선택을 접습니다.

참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변경 취소]를 클릭합니다.
4.

새 설정을 저장하려면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변경 취소]를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선택하지 않은 이전의 백업 항목 선택은 삭제된 백업 항목 선택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백업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백업 파일은 백업 항목 선택 설정에 지정된 일 수가 지나면 삭제됩니다. Desktop Agent 에서는
삭제된 백업 항목 선택의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선택하지 않은 선택한 폴더는 이 데스크탑의 백업 항목 선택에 추가됩니다.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추가
백업 항목 선택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추가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2.

[고급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4.

[백업 항목 선택]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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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항목 선택의 일반 대화 상자

항목
이름
설명

설명
백업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백업 항목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폴더,
대상 사용자 그룹, 백업 항목의 용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업할 폴더
폴더 이름 입력

백업 항목에 특정 폴더를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폴더의
경로를 폴더 이름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 드라이브의
MyData 폴더를 추가하려면 C:\MyData 를 입력합니다.

참고 백업 항목 선택이 만들어진 후에는 폴더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정의된 폴더 선택
하위 폴더 포함(I)
5.

제공된 목록에서 미리 정의된 폴더를 선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정한 디렉터리의 모든 하위 폴더를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포함/제외]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포함/제외 대화 상자

항목
모든 파일 형식 포함
아래 나열된 항목만 포함 및 제외(N)
6.

설명
모든 파일 형식을 이 백업 항목 선택에 포함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파일이나 파일 유형만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포함/제외] 목록에 필터를 추가하려면 단계 5 에서 아래 나열된 항목만 포함 및 제외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포함
추가] 또는 [제외 추가]를 클릭합니다.

7.

[제외 추가]를 선택하면 이 제외에 해당하는 이전에 백업된 모든 파일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포함 추가 필터 또는 제외 추가 필터 대화 상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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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필터

설명
백업 항목에 포함하거나 백업 항목에서 제외할 파일 또는 폴더의 이름이나 와일드카드
설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백업 항목에서 파일 확장 확장명이 .mp3 인 모든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mp3 를 입력하고, 이 백업 항목에서 특정 파일 이름이 있는 모든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unimportant.txt 를 입력하십시오.
[확장명]을 선택하여 주어진 파일 확장명이 있는 모든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면
미리 정의된 필터를 선택합니다.

설명
적용 대상

9.

이 포함 또는 제외 필터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을 선택하여 이 필터를 파일에 적용합니다.

•

[폴더]를 선택하여 이 필터를 폴더에 적용합니다.

•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하여 이 필터를 파일 및 폴더 모두에 적용합니다.

확인을 클릭한다.

10. [개정판 제어] 탭에서 데스크탑 및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모두에 대한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개정판 제어 대화 상자

항목

설명

개정판 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백업 항목 선택에 포함된 각 파일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유지할
개정판의 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Outlook PST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제한

지정된 시간 동안 유지될 개정판의 수를 제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지정합니다.

•

[개정판]. 유지할 버전의 수를 선택합니다.

•

[지난 X 시간 이내]. 버전을 유지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

[최소 X 분 간격]. 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각 백업 간의 최소 간격을
선택합니다.

참고 새 개정판이 만들어져 이러한 제한 중 하나를 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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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가장 오래된 개정판이 삭제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다음으로 제한

백업 항목 선택에 포함된 각 파일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유지할
개정판의 수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유지될 개정판의 수를 제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지정합니다.

•

[개정판]. 유지할 버전의 수를 선택합니다.

•

[지난 X 시간 이내]. 버전을 유지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

[최소 X 분 간격]. 이 백업 항목 선택에서 각 백업 간의 최소 간격을
선택합니다.

참고 새 개정판이 만들어져 이러한 제한 중 하나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개정판이 삭제됩니다.
개정판 수명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지정 일 수보다
오래된 모든 개정판 폐기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지정 일 수보다
오래된 모든 개정판 폐기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개정판이 삭제될 일 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최신 개정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개정판이 삭제될 일 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최신 개정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11. [옵션]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옵션

항목
델타 파일 전송

설명
델타 파일 전송을 선택할 경우 파일이 백업될 때마다 변경된
파일의 부분만 전송되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됩니다. 또한 델타 파일 전송은 압축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DLO 관리자가 유지 관리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압축

압축을 선택한 경우 파일이 백업될 때마다 이 백업 항목 선택의
파일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및 데스크탑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저장을 위해 압축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한 후 만들어진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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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파일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또한 델타 파일 전송도 압축을 사용합니다.

암호화

파일을 전송할 때 암호화하고 이 백업 항목 선택의 파일을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전송 및 저장된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저장된 파일은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와 128 비트 길이의 키가
사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 버전이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는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됩니다.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다음 위치에서 백업된 파일도 삭제:
다음 일 수 후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다음 일 수 후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데스크탑에서 원본 파일을 삭제한 후 DLO 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파일 버전을 삭제할 때까지의 일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60 일입니다.
데스크탑에서 원본 파일이 삭제된 후 DLO 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모든 파일 버전을 삭제할 때까지의 일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60 일입니다.

12.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수정
고급 보기를 통해 Desktop Agent 에서 만든 백업 항목 선택, 그리고 Desktop Agent 사용자에게 충분한
프로필 사용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DLO 관리자가 프로필에서 만든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2.

[고급 보기]를 클릭합니다.

3.

변경할 백업 항목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은 DLO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이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이고 사용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 사용]을 선택하여 해당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관리자가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업데이트할 때 더 이상 사용자의 백업
항목 선택이 함께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필 선택 사용]을 선택하여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DLO 관리자가 프로필 백업 항목 선택을 수정할 때 사용자의 프로필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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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에 따라 백업 항목 선택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계 4 부터
시작되는 백업 항목 선택 설정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고급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 삭제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면 백업 항목 선택에 지정된 일 수가 지나면에 의해 해당 백업 파일이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항목 선택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백업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2.

[고급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삭제할 백업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제거]를 클릭합니다.

5.

이 백업 항목 선택을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
기본적으로 PST 파일을 증분 백업하도록 DLO 가 구성됩니다. PST 파일의 증분 백업은 프로필의
관리자에 의해 제어되거나 데스크탑 사용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옵션] 대화 상자의 데스크탑
사용자에 의해 제어됩니다.
참고 Outlook PST 파일의 증분 백업을 수행하려면 Outlook 이 기본 메일 응용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PST 파일을 증분 백업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Outlook PST 파일이 증분 백업되면 백업 항목에 포함된 개정판 세트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개정판만 유지됩니다.

•

Microsoft Outlook PST 파일을 복원하는 경우 231 페이지의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에 설명된 대로
복원된 PST 파일은 원래 PST 파일과 다릅니다.

•

동기화된 파일은 증분 백업할 수 없습니다.

•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 대역폭 사용을 제한하도록 DLO 프로필이 구성된 경우 PST
파일의 증분 전송 중에는 대역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
Outlook 을 기본 전자 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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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을 기본 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DLO 에서 Outlook PST 파일을 증분 백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옵션에서 Outlook 을 기본 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려면
1.

Internet Explorer 를 엽니다.

2.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3.

[프로그램] 탭을 선택합니다.

4.

[전자 메일] 목록에서 [Microsoft Office Outlook]을 선택합니다.

참고 Outlook 을 기본 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Desktop Agent 의 [보기]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옵션] 탭에서 [Outlook PST 파일의 증분 백업 사용]의 선택을
취소하여 증분 백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PST 파일
DLO 백업 항목에 Outlook PST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PST 파일을 닫을 때마다 Desktop Agent 보류
대기열에 해당 파일이 표시됩니다. PST 는 공유 리소스이므로 PST 파일을 열거나 닫는 작업은 MAPI 라는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됩니다. DLO 와 Outlook 은 모두 MAPI 프로세스를 통해 PST 에 액세스합니다.
MAPI 는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에 따라 PST 파일을 엽니다. MAPI 는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PST 를 닫거나 닫지 않습니다.
•

DLO 나 Microsoft Outlook 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PST 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예: Outlook 종료 시)

•

DLO 시작 시

•

PST 에서 30 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PST 가 닫히면 DLO 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PST 가 MAPI 를 통해 증분 처리되는 경우(증분
PST 에 대한 절 참조) DLO 는 PST 가 전체 백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ST 가 이미 백업된 경우 DLO 에서
PST 가 동기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Desktop Agent 보류 대기열에서 항목이 제거됩니다. PST 가 증분
처리되지 않은 경우 PST 를 전체 백업합니다.
관련 항목: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

Lotus Notes NSF 파일 증분 백업
다음 유형의 Lotus Notes NSF 파일을 증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증분 백업할 수 있는 NS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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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위치

설명

BOOKMARK.NSF

Notes\Data

저장된 책갈피 및 시작 페이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irectory
NAMES.NSF

Notes\Data

이 파일에는 연락처, 연결, 위치 및 개인 주소록 정보가 포함되어

directory

있습니다.

A_<이름>.NSF

전자 메일 보관 파일입니다. 전자 메일이 DLO 에서 증분 백업되려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 메일 보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tus
Not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파일이 증분 백업될 동안 Desktop Agent Status 보기에 진행률 표시기가 없고 하나의 개정판만
보존됩니다.
참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 대역폭 사용을 제한하도록 DLO 프로필이
구성된 경우 Lotus Notes NSF 파일의 증분 전송 중에는 대역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DLO 를 사용한 Lotus Notes NSF 파일 증분 백업 준비
Desktop Agent 를 설치하기 전에 Lotus Notes 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Desktop Agent 이 설치된
다음 Lotus Notes 를 설치할 경우 설치를 복구하기 위해 Desktop Agent 설치 관리자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Desktop Agent 를 설치할 동안 Lotus Notes 가 열려 있을 경우 Lotus Notes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은 전자 메일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만 DLO 로 증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이 보관되면 결과로 만들어진 보관 파일을 증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보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tus Not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otus Notes 파일의 증분 백업에 대해 Desktop Agent 를 구성하려면
1.

Desktop Agent 을 설치하기 전에 Lotus Notes 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Lotus Notes 를 설치한 후 설치를 복구하기
위해 Desktop Agent 설치 관리자가 다시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백업할 전자 메일이 Lotus Notes 에 보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백업할 Lotus Notes NSF 파일이 적절한 백업 항목 선택에서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4.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도구]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5.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6.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메시지 수준 증분 백업 사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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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사용자에 대해 Lotus Notes 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Desktop Agent 사용
사용자가 DLO 및 Lotus Notes 가 모두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인하지만 해당 사용자가 Lotus Notes 에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음 오류 메시지를 포함한 디버깅 DOS 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time_date_stamp> Created new log files as C:\Documents and Settings\<user_name>\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Lotus\Notes\Data\log.nsf.
<time_date_stamp> A previous process with the process ID <####> failed to terminate properly.
DOS 창은 DLO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끝내지 않으면 닫을 수 없지만 Lotus Notes 에 대해 현재 사용자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구성되면 해당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더 이상 오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 삭제
DLO 에 의해 백업되기 전에 Lotus Notes 전자 메일 메시지가 삭제될 경우 해당 메시지는 백업되지
않습니다.

Desktop Agent 설정 수정
DLO 관리자가 전체 Desktop Agent 를 보고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설정한 사용자는 [설정]
보기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백업 작업 일정 옵션

•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위치

•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디스크 공간 제한

•

로그 파일 디스크 공간 제한

•

로깅 수준

•

대역폭 사용량

Desktop Agent 는 백업 작업 일정 옵션 변경 및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지정된
일정이나 옵션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지 않는 한 프로필에 지정된 설정을 계속 사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작업하는 동안 Desktop Agent 설정 및 백업 항목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다시
온라인으로 작업할 때까지 저장되며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Desktop Agent 의 변경 내용과 충돌하는 변경
내용를 관리자도 작성한 경우 관리자의 변경 내용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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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 Desktop Agent 에서 설정을 변경하면 동일한 인증을 사용하는 다른 Desktop Agent 에
설정이 로드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행 중인 모든 작업이 취소된 후 다시 시작됩니다.

백업 작업 일정 옵션 변경
전체 Desktop Agent 를 보고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DLO 관리자가 프로필을 설정한 사용자는 백업 작업
일정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업 일정 옵션을 변경하려면
1.

작업 표시줄의 [도구]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일정]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작업 일정 옵션

항목
프로필 일정 사용

설명
프로필에 지정된 일정 옵션을 사용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필
일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정] 탭의 추가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예약
사용

프로필 일정과 다른 사용자 지정 일정을 지정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일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작업 실행: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W)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를 선택하여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파일을 백업합니다.

참고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은 NTFS
파일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T 파일 시스템의 경우
[다음 시간 간격으로 변경된 파일 백업] 필드에 백업 간격(분 또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일정에 따라(A)

일정에 따라 파일을 백업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 오후 11:00 에 백업을
실행합니다.
이 기본값을 바꾸려면 [수정...]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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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M)

사용자가 시작할 때만 백업을 실행하려면 [수동]을 선택합니다.

로그아웃/다시 시작/시스템 종료 옵션
아무 것도 하지
않음

백업이 필요한 파일이 있더라도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작업이 완료될 때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에게 작업
실행 여부 묻기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기 전에 DLO 에서 백업
실행 여부를 묻도록 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에게 작업 실행
여부 묻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시 작업 실행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기 전에 메시지 없이 대기
중인 파일을 백업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즉시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정에 따라 작업
실행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고 일정에 따라 파일을
백업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일정에 따라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로그인 시
작업 실행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를 진행하고 메시지 없이 다음
로그인 시 작업을 실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로그인 시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이면 로그아웃, 다시 시작 또는
시스템 종료로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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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
DLO 관리자가 전체 Desktop Agent 를 보거나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설정한 사용자는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디스크 사용 공간과 같은 추가 Desktop Agent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을 설정하려면
1. 작업 모음의 [도구]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옵션 사용]을 선택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옵션 대화 상자
항목
프로필 옵션 사용

설명
프로필에 지정된 일정 옵션을 사용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필 옵션
사용]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정] 탭의 추가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 사용

프로필 일정과 다른 사용자 지정 일정을 지정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옵션 사용]을 선택합니다.

참고 [옵션] 탭의 추가 설정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컴퓨터의 디스크 사용
공간 제한(L):

[내 컴퓨터의 디스크 사용 공간 제한]을 선택하여 백업 파일을 저장하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공간을 제한합니다.
[%]
백업 파일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공간의 비율 [%]을 입력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MB]
[MB]를 선택하여 백업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최대 디스크
공간(MB)을 입력합니다.

로그 파일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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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최소 보관

로그 파일을 보관할 최소 일수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일수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수(K)

로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로그 정비는 로그가 작성될 때마다 수행됩니다. 로그 파일은
최소 보관 기간에 도달하고 모든 로그 파일의 전체 크기가 제한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습니다.

최소 보관 일수가 지난

초과될 경우에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을 삭제하게 되는 모든 로그 파일의 최대

다음 전체 크기가

크기를 입력합니다.

초과되면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 삭제

참고 [로그 파일 최소 보관 일수] 설정에 지정된 일수보다 오래된
로그 파일이 없으면 지정된 양(MB)보다 많은 로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깅 옵션
정비 메시지 기록

[정비 메시지 기록]을 선택하여 정비 작업에 대한 로그를 만듭니다.

백업 정보 메시지 기록

[백업 정보 메시지 기록]을 선택하여 모든 백업 작업에 대한 로그를 만듭니다.

경고 메시지 기록

경고를 생성한 모든 작업의 로그를 만들려면 [경고 메시지 기록]을
선택합니다.

Outlook PST 파일의
메시지 수준 증분 백업
사용

[Outlook PST 파일의 증분 백업 사용]을 선택하여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PST) 파일의 증분 백업을 사용합니다. PST 파일이 열려 있는 동안
백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증분 백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ST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Outlook 에서 구성된
PST 파일이 완전히 백업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Outlook 을 닫을
때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메시지 수준
증분 백업 사용

[Lotus Notes 전자 메일 파일의 증분 백업 사용]을 선택하여 특정 Lotus Notes
NSF 파일의 증분 백업을 위한 DLO 구성을 사용합니다. 이 파일의 백업을
확인하려면 추가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tus Notes NSF
파일 증분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이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하면 Lotus Notes 파일이 증분 백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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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 이동
DLO 관리자가 전체 Desktop Agent 를 보거나 수정하고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설정한
사용자는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이동하려면
1. 작업 표시줄의 [도구]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백업 폴더] 탭을 클릭합니다.
3. [이동]을 클릭합니다.
4. [폴더 찾아보기] 대화 상자에서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새 위치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계속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연결 정책 사용자 지정
특정 연결 유형에 대해 백업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하도록 Desktop Agent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LO 관리자가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전화 접속 연결을 통해 연결될 때는 백업을 해제하고 고속
연결에 연결될 때는 백업을 계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연결 정책에 의해 제한될 경우 파일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백업됩니다. 연결 정책이 더
이상 백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파일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비활성화할 경우 어떤 오프라인 보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정의하는 Active Directory 설정을 사용하여 연결 정책을 만들 경우 둘 이상의 정책이 특정 사용자
또는 컴퓨터와 일치할 경우 가장 제한적인 정책이 사용됩니다.
예:
특정 사용자 또는 컴퓨터와 일치하는 하나의 연결 정책이 500KB 이상인 모든 파일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백업을 비활성화합니다. 컴퓨터 또는 사용자와 일치하는 두 번째 연결 정책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모든 백업을 비활성화합니다. 큰 파일의 백업만 제한하는 것보다 모든 백업을
제한하는 것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책이 사용되게 됩니다.
연결 정책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도구]에서 [설정]을 클릭한 다음 [연결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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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정책 추가/편집
항목

설명

연결 유형
전화 접속
IP 주소 범위

전화 접속 연결을 사용하여 백업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전화 접속]을 선택합니다.
특정 IP 주소 범위에 대한 백업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IP 주소 범위]를 선택합니다.
지정한 IP 주소 범위에 [있거나] [없는] 컴퓨터에 연결 정책을 적용할지
지정합니다.
IPv6 또는 IPv4 를 선택하거나 연결 정책에 대한 IP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참고 IPv6 주소는 Windows XP 이상의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되고
Windows 2000 에서 실행 중인 Desktop Agent 에 대해서는 강제
실행되지 않습니다. Windows 2000 컴퓨터의 Desktop Agent 에
대해서는 IPv4 주소를 사용하는 추가 연결 정책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백업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구성을 선택하여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합니다.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연결 정책 설정 구성의 자세한
내용은 단계 3 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동작
네트워크 백업 사용
안함
다음 크기 이상의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백업

사용자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백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네트워크
백업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의 백업은
계속됩니다.
사용자가 연결 유형에 따라 지정된 크기보다 큰 파일을 백업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백업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파일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비활성화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제한

사용자가 연결 유형에 따라 지정된 크기보다 큰 파일을 백업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음 크기 이상의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백업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파일 크기를 KB 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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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따라 정책
강제 실행 창

연결 정책을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하도록 하려면 [일정에 따라 정책 강제
수행 창]을 선택합니다.
정책이 적용될 시간을 설정하려면 [일정]을 클릭합니다. 일정은 매주 또는 특정
날짜 범위 동안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단계 2 에서 Active Directory 를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개체 대화 상자
항목

설명
연결 정책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Active Directory 개체를

개체

선택합니다. [컴퓨터] 또는 [사용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LDAP 디렉터리)
이 디렉터리의 모든 개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
디렉터리의 모든 개체에 한함
특성
조건
값

LDAP 디렉터리를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연결 정책을 이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개체에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연결 정책을 지정된 기준에 일치하는 이 디렉터리의 개체에만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특성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특성에
입력합니다.
적절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 <, <> 및
>가 포함됩니다.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완료할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지정하는 데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한 다음 [연결 정책 추가/편집]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동기화
백업한 데이터는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각 데스크탑의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됩니다. 데스크탑이 여러 개인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는 각 데스크탑에서 백업된 파일의 복사본이 포함됩니다.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폴더를 동기화하면 폴더의 복사본 하나와 그 내용만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포함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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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에서 파일을 변경하면 해당 파일은 해당 컴퓨터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후 다음
번에 DLO 작업이 실행될 때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업로드됩니다. 다음에 해당 컴퓨터가 작업을
실행할 때 동기화된 다른 데스크탑 컴퓨터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폴더가 동기화되면 Desktop Agent 는 데스크탑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작업을 실행할 때마다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확인합니다. 동기화된 폴더에 새로운 파일 버전이 있으면 Desktop Agent 는 새
버전을 데스크탑의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다운로드합니다. 현재 데스크탑에서 파일을 변경하고 파일을
동기화하지 않은 채 백업된 다른 컴퓨터 중 하나에서 같은 파일을 변경하면 충돌이 발생하여 사용할 파일
개정판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백업된 데이터를 동기화하면 어떠한 데스크탑에서도 최신 버전의 파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된 선택 항목] 보기에는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데스크탑의 백업된 폴더가 표시됩니다. 현재
데스크탑 컴퓨터와 동기화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참고 NTFS 권한 또는 압축이나 암호화에 대한 폴더 특성을 사용자 지정하는 경우 복원 또는 동기화
후 이들 설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동기화 작동 방식
DLO 작업이 실행될 때 DLO 는 다음을 수행하여 파일을 백업하고 동기화합니다.
•

데스크탑에서 변경된 파일을 백업합니다.

•

동기화된 파일을 데스크탑과 동기화된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

마지막 DLO 작업이 실행된 이후 다른 컴퓨터에서 변경되어 업로드된 동기화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충돌하는 버전의 파일을 모두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할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백업할 때는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압축하거나 암호화할 파일 형식 등을 필터링하는 다양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간에 파일을 동기화할 때는 필터가 조합됩니다. 예를 들어 동기화된
파일 중 하나가 압축되고 암호화되면 동기화된 파일이 모두 자동으로 압축되고 암호화됩니다. 원래 백업
항목 선택이 .jpg 파일만 백업했을 경우 동기화된 파일 세트에는 .jpg 파일만 포함됩니다.
폴더가 동기화된 후 동기화된 폴더의 설정이 변경되고 폴더가 나중에 비동기화된 경우 폴더는 원래 항목
선택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백업 항목 선택이 .jpg 파일만 백업하고 나중에 폴더가
동기화된 다음 폴더가 비동기화될 경우 모든 파일을 백업하도록 설정되면 다시 한 번 더 .jpg 파일만
백업하게 됩니다.
컴퓨터마다 백업된 파일 개수가 다른 경우 DLO 는 가장 큰 개수의 파일을 동기화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A 에서 세 개의 파일을 백업하고 컴퓨터 B 에서 다섯 개의 파일을 백업하는 경우 DLO 는 다섯 개의 파일을
동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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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선택 항목은 백업 항목 선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역 제외에 의한 제한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역 제외 필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동기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표준 보기]: 새 동기화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고급 보기:] 각 동기화 세트의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든 동기화된 컴퓨터가 Desktop Agent 의 동일한 버전을
실행하고 있어야 하고 모든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시계가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여러 데스크탑의 폴더들을 동기화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동기화된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2. [표준 보기]를 클릭합니다.
[원격 컴퓨터] 창에 동기화할 수 있는 데스크탑이 나타납니다.
참고 Desktop Agent 로 백업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하는 데스크탑만 [동기화된 선택 항목]
보기에 나타납니다. 백업된 폴더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3. 동기화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4. [로컬 폴더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동기화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입력하거나 찾아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백업 항목 선택을 저장하려면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변경 취소]를 클릭합니다.
동기화된 폴더를 보거나 변경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동기화된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고급 보기] 라디오 단추를 선택합니다.
3. 보거나 수정할 폴더를 클릭합니다.
4. [수정]을 클릭합니다.
[동기화된 폴더]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 이 항목 선택에서 동기화된 파일의 저장 위치가 표시되고
선택된 폴더와 동기화되는 다른 컴퓨터가 나열됩니다.
5. 단계 5 부터 시작하여 백업 선택 구성에 대한 설명에 따라 동기화 폴더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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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클릭합니다.

동기화된 폴더를 제거하려면
참고 동기화된 선택 항목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이 삭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백업 파일이
삭제됩니다. 그런 다음 백업 항목 선택에 지정된 일 수가 지나면 정비됩니다.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동기화된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고급 보기]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3. 삭제할 동기화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제거]를 클릭합니다.

동기화된 파일의 충돌 해결
동기화된 파일을 Desktop Agent 가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여러 컴퓨터에서 수정하면 충돌이 발생하여
유지할 파일 버전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컴퓨터와 랩탑 컴퓨터 모두에서 해당
파일을 수정하고 랩탑과 네트워크의 연결을 끊으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다시 랩탑을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충돌이 감지됩니다.
동기화된 파일의 충돌을 해결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상태]을 클릭합니다.
충돌이 발견되면 [상태] 보기에 [충돌 해결] 단추가 나타납니다.

2.

[충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충돌 해결] 마법사를 엽니다.

3.

동기화 충돌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4.

해결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폴더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6.

필요에 따라 개정판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버전을 유지하려면 새 개정판을 삭제하고 충돌이 발생한 개정판을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Desktop Agent 상태 보기
Desktop Agent 상태 보기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Desktop Agent 작업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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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작업

항목

설명

Desktop Agent 작업의 현재 상태, 백업 실행 시기 및 마지막 백업의 결과 요약이

[상태]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이 링크는 FAT 드라이브에 대해 백업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 상태 요약 바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 현재 Desktop Agent 설정에 따른 일정 예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파일
표시/숨기기]

보류 중인 파일을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보류 중인 파일
숨기기]와 [보류 중인 파일 표시] 옵션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요약]

네트워크 사용

로컬 사용

세부 정보

이 컴퓨터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총 데이터 양을
표시합니다.

이 컴퓨터의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총 데이터 양을 표시합니다.

이 링크는 상태 요약 바로 아래에 표시되며 사용자 데이터에 사용되는 폴더의 사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상태 보기에서 보류 중인 작업 시작
상태 보기에서 보류 중인 작업을 실행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상태]을 클릭합니다.

2.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태스크]에서 [작업 실행]을 클릭합니다.
백업, 동기화 또는 복원 작업 등의 보류 중인 모든 작업이 실행됩니다.

214

Desktop Agent 구성

작업을 일시 중단 또는 취소
DLO 관리자가 작업을 일시 중단 및 취소할 수 있는 프로필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일시 중단] 단추를
눌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일시 중단된 작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
중단]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참고 DLO 관리자가 일시 중단된 작업이 다시 시작될 최대 시간을 설정합니다.

작업 일시 중단의 옵션
실핼 중인 작업 유형

옵션

연속

•

작업을 일시 중단한 다음 지정한 시간(분)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수동

•

작업을 일시 중단한 다음 지정한 시간(분)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작업을 취소합니다.

•

작업을 일시 중단한 다음 지정한 시간(분)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다시 실행하도록 예약될 때까지 작업을 취소합니다.

예약

사용 정보 보기
Desktop Agent 상태 보기에는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로컬 디스크와 네트워크 디스크 공간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추가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정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네트워크 및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총 디스크 공간.

•

네트워크 및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할당량 또는 최대 허용 저장 공간.

•

네트워크 및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

•

이전 버전의 파일과 삭제된 파일을 즉시 제거하는 옵션.

•

추가 정보 및 도움말 링크.

참고 사용 정보에 대한 링크는 Desktop Agent 가 유휴 상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이 링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 정보를 보고 파일을 정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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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상태]을 클릭합니다.
2. [상태] 창의 [사용 요약]에서 [자세히]를 클릭하여 [사용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사용 정보를 검토하고 아래 설명에 따라 적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용 정보

항목

설명

사용
로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의 사용 현황을
요약합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 -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현재 백업 데이터 저장에 사용 중인 총 디스크
공간
할당량 -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디스크 공간 크기. 할당량 제한은 관리자가 프로필에서 설정하지만 설정 수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Desktop Agent [설정] 보기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설정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여유 공간. 할당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Desktop Agent 는 작은 크기의 디스크 공간을 예약하여 드라이브가
백업 데이터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의 사용 현황을
요약합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 - 네트워크에서 현재 백업 데이터 저장에 사용 중인 총 디스크 공간.
할당량 - 네트워크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디스크 공간
크기.
사용 가능 - 현재 사용자가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디스크 여유 공간 크기.

동기화 파일

동기화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의 사용 현황을 요약합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 - 네트워크에서 현재 동기화된 데이터 저장에 사용 중인 총 디스크
공간.

삭제된 파일 제거

네트워크와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삭제된 것으로 표시된 모든
파일을 즉시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프로필에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유지 관리
작업을 통해 해당 파일이 삭제됩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면 [삭제된 파일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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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

[현재 백업 항목 선택의 삭제된 파일 조건에 맞는 삭제된 파일만 제거].

•

[삭제된 파일 모두 제거].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서 삭제된 파일을 추가로 정비하려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의 파일 제거]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
마지막 작업 로그를
보려면 여기를

로그 파일 뷰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로그 파일 뷰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sktop Agent 에서 작업 기록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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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파일 복원
DLO 관리자가 파일 복원을 포함하도록 프로필을 설정한 사용자는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파일을
원래 디렉터리나 다른 디렉터리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gent 사용자가 DLO 를 여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각 데스크탑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업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데스크탑 컴퓨터에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utlook PST 파일을 백업하거나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 및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NTFS 권한 또는 파일이나 폴더의 압축 또는 암호화 같은 디렉터리 특성을 사용자 지정하는 경우 복원 후
이들 설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Desktop Agent 가 실행되는 동안 네트워크의 연결이 끊긴 경우 [복원] 보기로 이동할 때 컴퓨터의 응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스크] 메뉴에서 [새로 고침]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DLO 는 컴퓨터가 다시 시작될 때 복원할 파일을 준비하여 사용 중인 파일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Desktop Agent 컴퓨터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는 먼저 파일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닫거나 파일을 대체 위치로 복원하여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2. [표시]에서 다음의 개정판 표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원 파일 버전 표시 옵션
항목
모든 개정판
최신 개정판
다음 날짜 이후에 수정된
개정판
3.

설명
모든 파일 개정판이 표시되고 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파일 개정판만 표시되고 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개정판을 표시하고 복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날짜와 시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원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원 검색 보기에 같은 파일에 대한 중복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원할 파일로 어느
파일을 선택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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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일을 삭제하면 백업 파일은 파일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삭제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삭제된 후에도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 보기의 해당 파일 아이콘에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x’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정비를
참조하십시오.
4.

[복원]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원 대화 상자 옵션
항목
이 컴퓨터의 원래 폴더에

설명
파일과 폴더를 원래 위치에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복원(O)
복원 경로를 이 컴퓨터의 대체
폴더로 변경(A)
폴더 구조 유지

파일과 폴더를 같은 컴퓨터의 대체 폴더에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원본 디렉터리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모든 데이터(하위
디렉터리의 데이터 포함)가 지정한 경로에 복원됩니다.

옵션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

삭제한 파일 복원
복원된 파일에 보안 속성 유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덮어쓰지 않음

•

프롬프트

•

덮어쓰기

원본 파일이 삭제된 경우에도 파일을 복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복원된 파일에 보안 정보를 유지하려면 [복원된 파일에 보안 속성
유지]를 선택합니다.
소스 파일 보안이 대상 보안과 충돌할 경우 파일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려면 이 상자 선택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보안 정보가 복원된 파일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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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할 데스크탑 파일 검색
복원할 데스크탑 파일과 폴더를 검색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2.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태스크]에서 [복원할 파일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검색 대화 상자 옵션

항목

파일 이름에 다음 텍스트가 포함된

설명

찾을 파일 이름이나 폴더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합니다.

파일 검색
수정일

오늘

한 주 이내

다음 기간

유형으로 검색

크기로 검색

특정 기간 동안 수정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기간을 지정합니다.

오늘 수정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정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달력 날짜를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제공된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첫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같음], [최소] 또는 [최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 파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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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utlook 개인 폴더(PST) 파일을 복원할 때 복원된 PST 와 원본 PST 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파일 크기가 다릅니다.

•

PST 파일 내부의 폴더를 가리키는 모든 규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폴더를 가리키도록 규칙을 편집해야
합니다.

•

복원된 PST 파일에는 원본 파일에 해당 폴더가 없어도 받은 편지함, 보낼 편지함 및 보낸 편지함 폴더가 포함됩니다.

•

PST 파일에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PST 파일의 복원 후 암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Outlook PST 파일 증분 백업

삭제된 전자 메일 메시지 복원
메일 보관에서 메시지를 삭제할 때의 기본 동작은 메일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tus
Notes 의 경우 메시지를 “Trash”라는 특별한 폴더에 지정한 기간(기본값 48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반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Outlook 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나 삭제된 메시지는 “지운 편지함”으로 이동되지만 이 동작과 연결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Outlook 는 사용자가 [지운 편지함] 폴더를 비울 때 메시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Desktop Agent 는 다음 백업 작업 동안 해당 삭제를 복제합니다. 사용자가 메일 보관에서
실수로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 파일이 메일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적절한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복구해야 합니다. 전자 메일 보관에 대해 유지되는 버전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삭제된 메시지는 제한 시간이 초과되었거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해당 폴더를 비운 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 스트림 데이터로 파일 복원
이제 DLO 는 보안 스트림을 포함하여 파일에 대한 모든 대체 스트림을 보호합니다. 파일의 새 버전이 대체
스트림 데이터의 변경 사항만 포함하는 경우 파일은 이전 버전을 바꾸고 개정판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 변경 사항을 포함한 개정판만 새 개정판으로 처리됩니다.
FAT 파티션은 대체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TFS 파티션에서 FAT 파티션으로 파일을
복원하면 대체 스트림 데이터는 복원된 파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일이 복원될 때 옵션 중 하나는 복원된 파일의 보안 특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안 특성은 복원된 파일에서 제거됩니다. 이 옵션은 복원 대화 상자에서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원 대화 상자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Desktop Agent 에서 작업 기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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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복원 또는 동기화 작업이 실행되면 해당 작업의 세부 사항이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로그 파일을
보거나 검색하거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기에는 다음 정보가 요약되며 전체 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기록] 창의 맨 아래에서 해당 탭을 선택하여 백업 기록 또는 복원 기록을 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록 보기 정보

항목

설명
작업이 시작된 날짜와 시간

시작

작업이 끝난 날짜와 시간

종료

활성, 완료, 취소, 실패 등의 작업 상태입니다.

상태
전송된 파일(로컬)
전송된 크기(로컬)
전송된 파일(네트워크)

전송된 크기(네트워크)

표시된 작업 동안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된 총 파일 수입니다.
표시된 작업 동안 데스크탑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된 총 바이트 수입니다.
표시된 작업 동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된 총 파일 수입니다.
이 정보는 백업 기록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원 기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시된 작업 동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전송된 총 바이트 수입니다.
이 정보는 백업 기록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원 기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사에 실패하여 오류가 발생한 파일 수

오류

로그 파일 보기
기록 로그를 보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2. 백업 로그를 보려면 [백업] 탭을 클릭하고 복원 로그를 보려면 [복원]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표시]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합한 기록 보기 필터를 선택합니다.
기록 보기 필터링 옵션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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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록 로그를 표시합니다.

모든 로그
오류가 있는 모든 로그
날짜별로 필터링된 로그

오류를 생성한 모든 작업의 기록 로그를 표시합니다.

지정한 날짜/시간 이후에 생성된 모든 로그를 표시합니다. [날짜별로
필터링] 대화 상자에 이 날짜/시간 이후의 로그를 표시할 날짜/시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기록 로그를 볼 작업 기록 항목을 클릭합니다.
5. [로그 보기]를 클릭하여 로그 파일 뷰어를 엽니다.
6. 필요한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로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7. [닫기]를 클릭하여 로그 파일 뷰어를 끝냅니다.

로그 파일 검색
로그 파일 뷰어는 강력한 검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로그 파일을 검색하려면
1. Desktop Agent 작업 모음의 [보기]에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2. [기록] 창 아래에 있는 [검색] 링크를 클릭하여 로그 파일 뷰어를 엽니다.
3.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필터링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로그 파일 뷰어 필터링 옵션

항목

설명

다음에서 로그 항목 검색
모든 로그

로그 파일 뷰어에 모든 로그 항목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파일
현재 로그

현재 로그 파일에 있는 로그 항목만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파일
타임 스탬프
포함

특정 기간 동안의 로그 항목만 검색하려면 [타임 스탬프 사용] 체크상자를 선택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 오늘 만들어진 로그 파일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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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이내 - 지난 한 주 동안 만들어진 모든 로그 파일을 표시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 입력한 날짜 사이에 만들어진 모든 로그 파일을 표시합니다.

유형으로
검색

파일 이름
포함

지정된 유형의 로그만 표시하려면 다음 유형으로 검색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백업

•

복원

•

사용자 이동

•

유지 관리

•

오류

•

경고

[파일 이름 형태로 검색]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이나 파일 유형을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gold.doc

참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와일드카드 문자 ‘*’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확장명이 .tmp 인 모든 결과가
반환되지만 .tmp 를 필터로 사용하면 이름이 정확히 .tmp 인 파일만
반환됩니다.

필터
알림 항목만
오류 및 경고

알림 항목만 표시하려면 [알림 항목만]을 선택합니다.

오류 및 경고 항목을 모두 표시하려면 [오류 및 경고 항목만]을 선택합니다.

항목만
오류 항목만
경고 항목만

오류 항목만 표시하려면 [오류 항목만]을 선택합니다.

경고에 대한 항목만 표시하려면 [경고 항목만]을 선택합니다.

4.

[검색]을 클릭합니다.

5.

로그 파일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의 트리 보기를 확장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로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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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끝났으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로그 파일 정비
로그 정비는 로그가 작성될 때마다 수행됩니다. 로그 파일은 최소 보관 기간과 모든 로그 파일의 전체 크기
제한 설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프로필을 통해 관리자로부터 충분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지정 옵션 설정의 설명에 따라 Desktop Agent 설정 옵션 탭에서 이러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여기에서는 DLO 관리 콘솔 또는 Desktop Agent 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다른 제품과 함께 DLO 사용

•

DLO 관리 콘솔 문제 해결

•

Desktop Agent 문제 해결

다른 제품과 함께 DLO 사용
다음은 알려진 호환 문제입니다.
Symantec Storage Exec
SYMANTEC Storage Exec 은 Microsoft Windows 환경에서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디스크 사용을
관리하는 정책 기반 저장소 리소스 관리자입니다. DLO 은 Storage Exec 과 호환되지만 DLO 의 백업
항목과 Storage Exec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형식의 파일을 백업하도록
DLO 를 구성하고, Storage Exec 에서는 해당 형식의 파일을 서버에 복사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DLO 에서 해당 파일의 백업을 시도하지만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DLO 기록 로그에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파일을 복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려면 DLO 백업 항목과 Storage Exec 정책을 검토하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돌이 발견되면 정책을 수동으로 수정하여 충돌을 없애야 합니다.
WinCVS
DLO 를 WinCVS 와 동시에 실행할 경우 원본을 확인하면 종종 권한 거부 오류가 생성됩니다. 이 오류는
전역 제외 또는 백업 선택 제외를 사용하여 “cvs”라는 모든 디렉터리를 제외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Windows XP 서비스 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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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팩 2 가 설치된 Windows XP 를 사용 중인 경우 DLO 관리 콘솔 복원 보기의 찾아보기 단추를
사용하려면 파일 공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PGP Desktop 8.1
PGP Personal Desktop 8.1 이 설치된 DLO 를 실행할 때 DLO 를 종료하지 않으면 마운트된 드라이브를
만들거나 DLO 백업 항목 선택에 있는 드라이브를 마운드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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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관리 콘솔 문제 해결
자동 사용자 할당을 수정했는 데 기존 Desktop Agent 사용자에게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은 새 Desktop Agent 사용자에게 프로필 및 저장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프로필 및 저장 위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자동 사용자 할당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새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구성한 사용자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나중에 변경하더라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은 다른 데스크탑에 Desktop Agent 를 설치하는 기존 사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새
설치에는 기존 사용자 설정이 사용되고 사용자의 기존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Desktop Agent 를 새 컴퓨터에 설치하더라도 자동 사용자 할당의 변경 사항은 기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정된 프로필을 수정하거나 해당 사용자에게 새 프로필 또는 저장 위치를 지정하여 기존
데스크탑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Desktop Agent 사용자 등록 정보 수정
Desktop Agent 사용자 관리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DLO 프로필 정보
Desktop Agent 사용자를 새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이동
데스크탑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실행했는데 “Desktop Agent 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에
대한 설정이 없고 자동 사용자 할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LO 가 사용자의 도메인 및 그룹에 일치하는 사용자 또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DLO 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1.

사용자의 도메인 및 그룹에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은 프로필 및 저장 위치를 Desktop Agent 에 지정하고
사용자를 DLO 에 추가합니다.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속한 도메인 및 그룹에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세부적인 자동 사용자 할당에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도 모두 포함하도록 모든 도메인 및 그룹을 포괄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자동 사용자 할당은 주로 가장 낮은 우선 순위로 설정됩니다.

2.

사용자를 수동으로 DLO 에 추가합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프로필 및 저장 위치 또는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새
사용자에게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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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일치하는 자동 사용자 할당이 있는지 또는 Desktop Agent 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수동으로 추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항목:
자동 사용자 할당 정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및 저장 위치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Desktop Agent 사용자는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저장
위치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위치입니다. 기존 네트워크
공유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 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LO 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도록 하려면 저장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저장
위치에 새 사용자가 추가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저장 위치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네트워크 공유를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로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수동으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저장 위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련 항목:
DLO 구성
원격 파일 서버에 저장 위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Desktop and Laptop Option 의 MSD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해당 원격 파일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격 파일 서버에 저장 위치를 만들려면 해당 원격 파일 서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장 위치를 만드는 데 사용할 계정 인증을 변경하려면 DLO 서비스 인증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새 사용자를 수동으로 추가했고 사용자에게 기존 저장 위치를 할당했습니다. 이 저장 위치에서 새
사용자의 새로운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자 데이터 폴더는 Desktop Agent 를 데스크탑에 설치하여 새 사용자가 실행한 경우에만
만들어집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탐색 모음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백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태스크] 창의 [일반 태스크]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설정] 체크 박스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5.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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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상태가 [사용 안 함]으로 표시됩니다.

백업 항목 선택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압축하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업된
데이터가 암호화되거나 압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DLO 는 이미 백업된 사용자 데이터에는 암호화 및 압축 설정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변경된 후 백업된 모든 데이터에는 새 설정이 사용됩니다.
특정 유형의 파일은 백업되지 않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mp3 또는 *.gho 같은 파일을 백업에서 항상
제외하려면 DLO 를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도구] 메뉴에서 [전역 제외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모든 프로필의 모든 백업 항목 선택에서
제외할 특정 파일 형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모든 사용자에 대해 실행되지 않거나 특정 파일이 백업되지 않습니다.
백업 작업이 사용자 그룹에 대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을 검사하여 백업이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정 파일이 백업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필의 백업 항목 선택을 검토하여 해당 파일을 백업하도록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일을 복원하려고 했지만 복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파일을 원래 위치에 복원하는 경우 파일을 바꾸기 위해 [복원] 대화 상자에서 [프롬프트] 또는
[덮어쓰기]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덮어쓰지 않음]을 선택하면 파일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프로필에서 파일을 암호화하도록 백업 항목 선택을 구성했습니다. 사용자를 위해 지금 파일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까?
DLO 관리 콘솔을 실행하는 관리자인 경우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의 복원 경로를 대체 컴퓨터 또는
위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복원 중에 암호화가 해제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용자가 사무실에 없습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사용자가 사무실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DLO 는 복원 작업을 데스크탑에 대기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현재 오프라인인 경우 DLO 관리
콘솔의 [복원] 보기를 통해 복원 작업을 대기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또는 관리 컴퓨터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같은 대체 위치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열린 파일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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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는 열린 파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열린 파일을 닫거나 저장하면 백업합니다. 편집 중인 Word 문서
같이 파일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백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파일은 Desktop Agent 의 보류 중인 목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Desktop Agent 는 다음 백업 시간에 해당 파일을 백업하려고 합니다. 또한 운영 체제에서 연
특정 파일은 운영 체제가 실행 중일 때 닫히지 않으므로 백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ST 파일은 열려 있는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Desktop Agent 는 PST 파일이 프로필의 일부이거나
사용자의 백업 항목인 경우 열려 있는 경우에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ST 파일에 대해 열린 파일 백업을 수행하려면 증분 백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항상 열려 있는 파일 제외

DLO 관리 콘솔의 기록 보기에 모든 사용자의 최신 백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작업을 실행할 때 DLO 관리 콘솔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만 한 시간에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Desktop Agent 문제 해결
여기에서는 Desktop Agent 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보호할 모든 데스크탑에 NetBackup 를 설치해야 합니까?
아니오. 보호할 모든 데스크탑에 Desktop Agent 를 설치해야 합니다. NetBackup 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DLO(Desktop and Laptop Option)를 설치했는 데 Desktop Agent 를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DLO 가 설치되어 있는 공유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esktop Agent 를
설치하거나.
Desktop Agent 설치 프로그램은 DLO 를 설치한 공유에 있습니다. 이 공유의 이름 형식은
\\<서버>\DLOAgent 와 같습니다.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Desktop Agent 로 보호할 데스크탑에서 이 공유를 찾아봅니다. 이 공유에서
Setup.exe 를 실행합니다. Desktop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데스크탑의 관리자여야 합니다.
DLO 관리자는 설치를 도와주는 구성 마법사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에이젼트를 “데스크탑 에이젼트 푸시 인스털”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26 페이지의 “데스크탑 에이젼트와 DLO 정비 서버를 푸시 인스털하기”를 참조하십시요.
Windows ServerDLO 관리 서버에 Desktop Agent 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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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는 중요한 서버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Windows
서버 또는 DLO 관리 서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Desktop Agent 를 통해 DLO 관리 서버에 대해 인증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지 못했습니다.
0x800A0E7D”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DLO 관리 서버를 동일한 도메인이나 트러스트된 도메인에 없는 계정으로 DLO 관리 서버에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DLO 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DLO 관리 서버가 Windows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Desktop Agent 로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를 보호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새 저장 위치로 랩탑을 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실행하는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백업 데이터는 같은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새 저장 위치로 이동하려면 사용 중인 모든
컴퓨터의 전체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를 새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데스크탑과 랩탑 컴퓨터 간에 파일을 동기화하려고 하는데 Desktop Agent 의 동기화 보기에 다른
컴퓨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면 각 컴퓨터에서 Desktop Agent 를 실행할 때 동일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Domain\MyUser 가 컴퓨터 A 와 컴퓨터 C 간에 동기화를
수행하려면 두 개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백업했어야 합니다.
사용 중인 두 컴퓨터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Desktop Agent 를 실행할 때 데이터를 백업한 경우에는
동기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Desktop Agent 의 동기화 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파일]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하고 Desktop Agent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컴퓨터 간에 어떤 파일 또는 폴더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까?
백업 항목 선택에서 백업한 모든 데이터는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업 항목 선택은 Desktop
Agent 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필 또는 백업 항목 선택에 DLO 관리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동기화한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Desktop and Laptop Option 은 사용자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기화는 단일
사용자의 여러 컴퓨터 간에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격 DLO 에이젼트, 정비 서버 Server 의 푸쉬 인스털
“원격 설치 에러: 기계의 자격증이 발견되지 않음” 에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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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관리 기계사용 “ “원격 등록” 서비스가 원격 기계에 실행되고 “창 관리 기계사용“ 서비스의 시행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DLO 에이젼트나 정비 서버의 원격 설치가 실패되었습니다.
‘설치 상태’ 화면에서 설치가 실패되어진 원격 컴퓨터에 우측클릭하시고 팝업 메뉴에서 ‘푸시 일지 보기’나
‘설치 일지 보기’를 선택하여 푸시나 설치 일지를 살펴보아 에러를 찾습니다.
“관리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음” 에러가 콘솔을 원격 DB 로 실행시킨 이후 뜹니다.
“넷백업 DLO SQL 서비스’ ‘SQL 브라우저 서비스’가 원격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러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넷백업 DLO 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게 필요한 옵션 및 DLO
Symantec 제품은 미국 장애인 복지법(Rehabilitation Act) 제 508 조에 정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액세스 가능성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http://www.access-board.gov/508.htm
모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작업과 메뉴 항목에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제품은 운영 체제의 내게 필요한 옵션 설정뿐 아니라 다양한 액세스 보조 기술과 호환됩니다. 또한 모든
설명서는 사용하기 쉬운 PDF 파일로 제공되며 온라인 도움말은 호환되는 뷰어에 표시되는 HTML 로
제공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DLO 의 내게 필요한 옵션 기능과 호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DLO 의 키보드 탐색 및 바로 가기

•

GUI 내에서의 일반적인 키보드 탐색

•

대화 상자에서의 키보드 탐색

•

바로 가기 키

•

내게 필요한 옵션 설정 지원

DLO 의 키보드 탐색 및 바로 가기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프로그램 기능과 메뉴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LO 에서는 표준 운영 체제
탐색 키와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합니다. DLO 의 고유 기능에서는 자체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합니다(바로
가기 키 참조).
바로 가기 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태스크 창 항목은 운영 체제의 “마우스 키”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키는 숫자 키보드를 통해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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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Microsoft 탐색 키와 바로 가기 키 목록을 보려면 다음 위치에 있는 표에서 사용 중인 Microsoft
Windows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enable/products/keyboard.aspx
GUI 내에서의 일반적인 키보드 탐색
키보드만으로 DLO 를 탐색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GUI 에서 현재 활성인 트리 또는 표는 진한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현재 활성인 탭, 라디오 단추 또는 체크 박스는 점선으로 된 사각형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포커스가 있다고 하며 명령에 응답합니다.
모든 Symantec GUI 는 다음의 키보드 탐색 표준을 사용합니다.
•

Tab 키는 미리 설정된 순서에 따라 다음 활성 영역, 필드 또는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Shift+Tab 은 미리 설정된
순서의 반대 방향으로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

Ctrl+Tab 은 Tab 키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탐색하는 모든 Console 영역을 끝냅니다.

•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키는 목록에서 항목의 위 아래로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

Alt 키와 필드 또는 명령 단추에서 밑줄이 표시된 니모닉 문자를 함께 사용하면 해당 필드 또는 단추로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

Enter 키나 스페이스 바는 선택 항목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마법사 창에서 Tab 키를 눌러 다음 단추를 선택한 후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

Shift+F10 을 누르면 컨텍스트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대화 상자에서의 키보드 탐색
대화 상자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또는 설정값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컨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 상자 탐색 시의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

Tab 키는 미리 설정된 순서에 따라 대화 상자의 컨트롤 간에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

니모닉(밑줄이 표시된 문자)이 있는 컨트롤의 경우 Alt 키와 니모닉 문자를 누르면 포커스가 어디 있든 관계 없이 해당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명령 단추에는 짙은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짙은 테두리가 있는 단추를 선택하려면 Enter 키를 누르면 됩니다.

•

Esc 키는 [취소] 단추가 있는 경우 이 단추를 선택합니다.

•

스페이스 바는 Tab 키로 선택한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

스페이스 바는 포커스가 있는 체크 박스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사용 가능한 니모닉이 있을 경우 니모닉을 입력하면 해당
체크 박스로 포커스가 이동되고 상태가 변경됩니다.

•

화살표 키는 라디오 단추, 목록 상자, 슬라이더, 옵션 컨트롤 그룹 또는 페이지 탭 그룹 내에서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

변경할 수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Tab 키 시퀀스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은 흐리게 표시되며
선택하거나 포커스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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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설명된 컨트롤들은 일반적으로 대화 상자에 표시되지만 다른 GUI 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탐색 표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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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구분 대화 상자
일부 대화 상자에서는 탭 구분 페이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옵션 그룹을 분류합니다. 각 탭 구분 페이지에는
서로 다른 컨트롤 그룹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 상자의 탭 구분 페이지 간에 포커스를 이동하려면 Tab 키를
사용합니다. 특정 탭 구분 페이지의 니모닉을 입력하면 포커스가 해당 탭 구분 페이지로 이동되고 해당
컨트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탭 구분 대화 상자 내의 키보드 탐색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탭 구분 대화 상자에서의 키보드 탐색

키보드 입력

결과

Ctrl+Page Down 또는

다음 탭으로 전환하여 해당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Ctrl+Tab
Ctrl+Page Up

이전 탭으로 전환하여 해당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또는 왼쪽

포커스가 탭 선택 모드에 있을 경우 현재 행의 다음 또는 이전 탭을 선택하여 해당

화살표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목록 상장
목록 상자에는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 열이 표시됩니다. 목록 상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다음의
추가 탐색 규칙이 적용됩니다.
•

드롭다운 목록 상자 - 기본적으로 선택한 항목만 표시됩니다. 컨트롤 오른쪽의 작은 단추에는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목록 상자에서 다른 항목을 표시하려면 이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미리 설정된 목록 상자 영역에
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목록 상자의 한 쪽에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목록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Alt+아래쪽 화살표, Alt+위쪽 화살표 또는 F4 키를 사용합니다. Tab 키로 항목을 선택합니다.

•

확장 선택 목록 상자 - 단일 항목, 인접한 항목 그룹 또는 두 항목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한 후 Ctrl
키를 누른 채 탐색 키를 누르면 추가 항목 또는 인접한 항목 그룹이 선택되거나 선택 취소됩니다.

바로 가기 키
액셀러레이터 또는 니모닉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하여 모든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GUI 기능에 대한 바로 가기 액세스를 제공하는 키 조합입니다. 니모닉(“바로 가기
키”라고도 함)은 메뉴 항목과 같은 GUI 구성 요소를 선택하기 위한 단일 키로, Alt 키와 함께 사용됩니다.
GUI 에서 니모닉 “바로 가기 키” 문자에는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일 열기, 저장 및 인쇄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Microsoft 표준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 항목은 DLO 에서 고유하게 사용됩니다.
다음 표에는 Symantec DLO(Desktop and Laptop Option) 관리 콘솔의 바로 가기 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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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DLO(Desktop and Laptop Option) 관리 콘솔에 고유한 바로 가기 키
액셀러레이터 니모닉 결과
Alt
Alt
Alt
Alt
Alt
Alt
Alt

F

[파일] 메뉴를 펼칩니다. [파일] 메뉴에서는 새 프로필과 저장 위치를 만들고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

[편집] 메뉴를 펼칩니다. [편집] 메뉴에서는 파일을 복원하고, 복원할 파일을 검색하고,
경고를 관리하고,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V

[보기] 메뉴를 펼칩니다. [보기] 메뉴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네트워크] 메뉴를 펼칩니다. 네트워크 메뉴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으로 작업하거나
네트워크의 DLO 관리 서버에 연결하거나 로컬 DLO 관리 서버에 다시 연결합니다.

T

[도구] 메뉴를 펼칩니다. 도구] 메뉴에서는 전역 제외 항목을 설정하고, 모든 DLO 마법사에
액세스하고, 서비스 인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W

[창] 메뉴를 펼칩니다. [창] 메뉴에서 새 창 또는 보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

[도움말] 메뉴를 펼칩니다. [도움말] 메뉴에서 Symantec 설명서 및 다양한 Symantec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DLO Desktop Agent 의 바로 가기 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DLO Desktop Agent 에 고유한 바로 가기 키
액셀러레이터 니모닉 결과
Alt

F

[파일] 메뉴를 펼칩니다. [파일] 메뉴에서는 Desktop Agent 를 최소화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Alt

V

[보기] 메뉴를 펼칩니다. [보기] 메뉴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lt

K

[태스크] 메뉴를 펼칩니다. [태스크] 메뉴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하거나 보기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Alt

O

[도구] 메뉴를 펼칩니다. [도구] 메뉴를 사용하여 대화 상자 및 계정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Alt

H

[도움말] 메뉴를 펼칩니다. [도움말] 메뉴를 사용하여 Desktop Agent 의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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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뉴를 열고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항목을 강조 표시하여 하위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를 열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항목을 선택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바로 가기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니모닉 키 입력은 연속해서 누르거나 동시에 누를 수
있습니다. 니모닉은 모든 메뉴 항목에 있지만 액셀러레이터는 없는 메뉴 항목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옵션 설정 지원
Symantec 소프트웨어는 운영 체제의 내게 필요한 옵션 설정에 응답합니다.
Symantec 제품은 Microsoft 의 내게 필요한 옵션 유틸리티와 호환됩니다. Windows 2000 에서 키보드
응답, 디스플레이 대비, 경고음, 마우스 작업 등의 내게 필요한 옵션은 [제어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옵션을 설정하려면
1.

[시작]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한 다음 [제어판]을 선택합니다.

2.

[내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내게 필요한 옵션 마법사를 통해서도 내게 필요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보조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내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한
다음 [내게 필요한 옵션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참고 Symantec 설명서의 모든 그래픽을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화면 읽기
프로그램에서 그래픽을 무시하도록 설정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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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관리자
NetBackupDLO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DLO 를 구성하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야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사용자의 인증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동 사용자 할당
지정한 데스크탑 사용자 그룹에 프로필과 저장 위치를 지정하는 규칙입니다. 설정은 사용자가 Desktop
Agent 를 처음 실행할 때 적용됩니다.
압축
전송 시간이나 저장 크기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축소 방법입니다.
DLO 관리 콘솔
DLO(Desktop and Laptop Option)의 관리자 인터페이스입니다.
DLO 백업 항목 선택
DLO 관리자나 데스크탑 사용자가 백업을 위해 선택한 데스크탑 또는 랩탑의 파일 및 폴더입니다.
DLO 데이터베이스
정책 설정과 상태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DLO 파일 서버
DLO 저장 위치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델타 파일 전송
델타 파일 전송은 일단 전체 원래 파일이 백업된 후 파일의 변경된 부분만 전송하도록 하는 압축
프로세스입니다. 델타 파일 전송은 대역폭 사용 및 디스크 저장 요구 사항을 감소합니다.
Desktop Agent 설치 공유
Desktop Agent 설치 파일이 있는 네트워크 공유입니다. 이 폴더는 DLO 설치 시에 DLO 관리 서버에
설정되고 데스크탑에 Desktop Agent 를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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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gent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DLO 소프트웨어입니다.
Desktop Agent 콘솔
Desktop Agent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암호화
데이터 전송 중에 디스크의 파일과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열린 파일 처리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을 백업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최적화
압축 등의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과 파일 저장 크기를 줄이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필
관리자가 구성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적용되는 DLO 설정입니다.
개정판
특정 시점의 파일 버전입니다.
저장 위치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폴더 및 백업 파일이 저장되는 네트워크의 공유 위치입니다.
동기화
여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같은 사용자에게 속한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여 최신 버전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동기화는 DLO 로 백업한 파일 및 폴더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DLO 관리 콘솔이나 Desktop Agent 콘솔에서 선택하는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액세스 가능 프로그램
기능입니다.
사용자
Desktop Agent 가 실행 중인 데스크탑 또는 랩탑 컴퓨터를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 데이터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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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입니다. Desktop Agent 로 보호되는 각 데스크탑에는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있으며, 각 Desktop Agent 사용자마다 하나의 사용자 데이터 폴더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Windows 인증에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보기
DLO 관리 콘솔의 기본 탐색 인터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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