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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침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ackup Exec Cloud Storage for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에서 Backup Exec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

Nirvanix 저장소 공간 프로비저닝

■

Backup Exec용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

Backup Exec에 Nirvanix OpenStorage 장치 추가

Backup Exec Cloud Storage for Nirvanix OpenStorage 플
러그인 설치
Backup Exec™ Cloud Storage for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Symantec
데이터 보호 응용 프로그램이 Nirvanix Storage Delivery Network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이 설치 설명서를 사용하여 Nirvanix 저장소 공간을 설정하고 Backup Exec 서버에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 1-1

Backup Exec Cloud Storage for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단계

조치

추가 정보

1단계

Nirvanix 저장소 공간 프로비저 11페이지의 “Nirvanix 저장소
닝
공간 프로비저닝” 참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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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에서 Backup Exec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표 1-1

Backup Exec Cloud Storage for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계
속)

단계

조치

추가 정보

2단계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 10페이지의 “Nirvanix
인
OpenStorage 플러그인에서
Backup Exec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참조

3단계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11페이지의 “Backup Exec용
설치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참조

4단계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실행

12페이지의 “Nirvanix 구성 유
틸리티” 참조

5단계

Backup Exec에 Nirvanix
OpenStorage 장치 추가

15페이지의 “Backup Exec에
Nirvanix OpenStorage 장치 추
가” 참조

(선택 사항) 6단계

기본 설정 파일을 생성하여
Nirvanix 플러그인 조정

17페이지의 “기본 설정 파일 생
성” 참조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에서 Backup Exec을 사
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에서 Backup Exec을 실행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
다.
■

Nirvanix 저장소
다음 웹 사이트를 통해 Nirvanix 저장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nirvanix.com/partners/symantec.aspx

■

구성된 Nirvanix 저장소 계정

■

Backup Exec 2012

다음 항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

Backup Exec 서버 및 Nirvanix 저장소에 액세스하려는 원격 시스템에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 Nirvanix 저장소 공간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11페이지의 “Nirvanix 저장소 공간 프로비저닝” 참조

■

Nirvanix 저장소에 액세스하려는 원격 시스템에 Agent for Windows를 설치해야 합니
다.

설치 지침
Nirvanix 저장소 공간 프로비저닝

11페이지의 “Backup Exec용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참조

Nirvanix 저장소 공간 프로비저닝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 Nirvanix 저장소 공간을 프로비저닝해
야 합니다. Nirvanix Management Portal을 사용하여 Nirvanix MA(마스터 계정)를 받으십
시오. MA는 관리 작업에 사용됩니다.
통합 저장소 풀(SDN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Nirvanix 계정에 대한 기본
노드 복제 정책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새 저장소 풀은 기본 정책을 상속받지만, 사용자가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저장소 풀에 대해 기본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을 보거나 계정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Nirvanix Management Portal을 사
용하여 Nirvanix 고객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0페이지의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에서 Backup Exec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참조

Backup Exec용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Nirvanix 구성 유틸리티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구성 유틸리티를 나중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9페이지의 “Backup Exec Cloud Storage for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설치” 참조
Backup Exec용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Backup Exec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하십시오.

2

다운로드된 Windows MSI 파일(SYMCpinirvanix-<version>_AMD64.msi 또는
SYMCpinirvanix-<version>_x86.msi)을 두 번 누르십시오.
12페이지의 “Windows 시스템용 설치 관리자 패키지에 포함된 파일” 참조

3

Setup 대화 상자에서 IacceptthetermsintheLicenseAgreement 확인란을 선택하
고 Install을 누르십시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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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ix 구성 유틸리티

플러그인 설치 완료 시 Nirvanix 구성 유틸리
티를 시작하려면

지정된 순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
오.
Completed 대화 상자에서 Launchthe
Nirvanixconfigurationutilityonexit 확
인란을 누르고 Finish를 눌러 설치를 완료
하십시오.
■ Nirvanix 구성 유틸리티에서 적절한 옵션
을 완료하십시오.
14페이지의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옵
션” 참조
■

플러그인 설치 프로그램을 닫고 Nirvanix 구성 Completed 대화 상자에서 Finish를 누르십시
유틸리티를 나중에 실행하려면
오.
12페이지의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참조

Windows 시스템용 설치 관리자 패키지에 포함된 파일
Windows 패키지는 SYMCpinirvanix-<version>_AMD64.msi 파일 또는
SYMCpinirvanix-<version>_x86.msi 파일로 제공됩니다.
표 1-2

Windows 패키지에 포함된 파일

파일

설명

libstspinirvanix.dll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 포함

vxcrypto.dll

인증서 관리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vxssl.dll

Secure Sockets Layer(SSL v2/v3) 및 Transport Layer Security(TLS
v1) 프로토콜 제공

vxxml4c.dll

여러 인코딩에 대한 XML 구문 분석 제공

nirvanix_config.exe

Windows 구성 유틸리티 포함

cacert.pem

SSL 인증서 포함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Nirvanix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마스터 계정 이름, 저장소 풀 이름, 하위 계정 이름 및
크기 제한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을 사용하여 Nirvanix 응용 프로그램과 하위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Backup Exec에 OpenStorage 장치를 추가하면 이러한 설정
이 Nirvanix Storage Delivery Network 계정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값은 다
음 파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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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gram Files\Symantec\Backup Exec\libstspinirvanix.conf
Nirvanix 구성 유틸리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13페이지의 “Windows 플랫폼에서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실행” 참조

Windows 플랫폼에서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실행
Nirvanix 구성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Nirvanix 응용 프로그램 및 하위 계정에 대한 값을 입
력하십시오.
12페이지의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참조
Windows 플랫폼에서 Nirvanix 구성 유틸리티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다음 디렉터리로 이동하십시
오.
C:\Program Files\Symantec\Backup Exec

2

nirvanix_config.exe를 두 번 누르십시오.

3

적절하게 옵션을 완료하십시오.
14페이지의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옵션” 참조

4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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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옵션
Nirvanix 구성 유틸리티에는 Cloud Storage for Nirvanix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의 “Windows 플랫폼에서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실행” 참조
표 1-3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옵션

항목

설명

마스터 계정 이름

Nirvanix 저장소 공간을 프로비저닝할 때 받은
Nirvanix MA(마스터 계정)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이름을
입력하면 저장소 풀 이름(다음에 입력할 필드)을
제안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안된 저장소 풀 이름
은 입력된 이름에 접미사("_backup")를 추가하여
생성됩니다.
예를들어마스터계정이름을"Symantec-India"로
입력하면 유틸리티에서 저장소 풀 이름으로
"Symantec-India_backup"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안된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구성 파일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저장소 풀 이름

마스터 계정 이름 필드가 입력된 경우 이 필드에
입력된 이름을 기준으로 저장소 풀 이름을 표시
합니다. 이 이름은 Nirvanix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응용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이름을
적용하거나 다른 이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구성 파일에
STORAGE_POOL_NAME=<storage pool name>
으로 추가됩니다.

하위 계정 이름

플러그인이 저장소 풀 아래에 생성하는 하위 계
정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ackup Exec은
하위 계정을 OpenStorage LSU(논리 저장 단위)의
위치로 처리합니다.
15페이지의 “Backup Exec에 Nirvanix
OpenStorage 장치 추가” 참조
하위 계정 이름은 1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값은 구성 파일에
CHILD_ACCOUNT_NAME=<child account name>
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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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옵션 (계속)

항목

설명

하위 계정 크기

저장소 풀의 최대 허용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메가바이트, 기가
바이트 또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확인란을 선택하면(기본 상
태) 하위 계정 저장소 공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경우 이 값은 구성 파일에
CHILD_ACCOUNT_SIZE=<child account size in
bytes>로 추가됩니다.

Backup Exec에 Nirvanix OpenStorage 장치 추가
Backup Exec Administration Console에서 저장소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Nirvanix
OpenStorage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Backup Exe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ckup Exec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ackup Exec에 Nirvanix OpenStorage 장치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Backup Exec Administration Console의 저장소 탭에 있는 구성 그룹에서 저장소 구
성을 누르십시오.

2

네트워크 저장소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3

클라우드 저장소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이름 필드에 Nirvanix 장치의 이름(예: Nirvanix001)을 입력하고 원하는 경우 설명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공급자 필드에서 Nirvanix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클라우드 장치에 대한 연결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서버 이름 필드에
Nirvanix에서 제공한 서버 이름을 입력하거나 Nirvanix.com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
르십시오.

7

이 서버에 연결할 때 사용할 로그온 계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새로 만
들기를 누르십시오.

8

세 개의 계정 인증 정보 필드와 계정 이름 필드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9

클라우드 장치에 대한 연결 정보를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을 누르
십시오.

10 클라우드 장치에 대한 위치를 선택하려면 Nirvanix 구성 유틸리티에서 입력한 하위
계정 이름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12페이지의 “Nirvanix 구성 유틸리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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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화면을 검토하고 마침을 누르십시오.
12 Backup Exec 서비스를 재시작하여 장치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십시오.

13 Backup Exec 서비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모든 서비스 재시작을 누르고, 재시작 작
업이 완료되면 닫기를 누르십시오.

14 Backup Exec 서버에 연결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눌
러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십시오.

2

장

기본 설정 파일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설정 파일 생성

■

기본 설정 파일 옵션

기본 설정 파일 생성
기본 설정 파일은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을 조정하기 위해 생성할 수 있는 옵션
파일입니다.
기본 설정 파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옵션 파일에 다른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샘플 기본 설정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UFFER_SIZE=10485760
CURL_CONNECT_TIMEOUT=300
CURL_TIMEOUT=600
LOG_CURL=YES
USE_SSL=YES
USE_SSL_RW=YES

기본 설정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Nirvanix OpenStorage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터리에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2

파일의 이름을 libstspinirvanix.pref로 지정하십시오.

3

사용할 옵션과 적절한 값을 추가하십시오.
18페이지의 “기본 설정 파일 옵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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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파일 옵션
기본 설정 파일의 옵션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의 “기본 설정 파일 생성” 참조
표 2-1

기본 설정 파일 옵션

옵션

설명

기본값

BUFFER_SIZE

버퍼 캐시에서 사용된 버퍼의 크기(바이트)를 지정합니다.

10485760

허용되는 최대 버퍼 크기는 1073741824(1GB)입니다. 이 크기를 초과하는 값은 1GB
로 재설정됩니다.
버퍼 사용을 실행 중지하려면 BUFFER_SIZE를 0으로 설정합니다.
CURL_CONNECT
_TIMEOUT

호스트가 Nirvanix 저장소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이 시
간이 지난 후에도 연결하지 못한 경우 libcurl이 시간 만료됩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는 2회입니다.

300(초 또는 5분)

예를 들어 CURL_CONNECT_TIMEOUT이 300초로 설정된 경우 호스트는 최대 300
초까지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시간 만료를 실행 중지하려면 CURL_CONNECT_TIMEOUT을 0으로 설정합니
다.
CURL_TIMEOUT

데이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시간 내에 작업이 완 900(초 또는 15분)
료되지 않으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는 2회입니다.
이 옵션을 기본값 900(15분)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만료를 실행 중지하려면 CURL_TIMEOUT을 0으로 설정합니다.

LOG_CURL

값을 YES로 지정하면 libcurl 메시지에 대한 디버그 로그가 실행됩니다. 이 매개 NO
변수를 사용하여 libcurl 또는 Nirvanix 통신 문제를 디버그합니다.

RESTRICT_IP

여러 소비자 IP가 업로드-다운로드 토큰을 사용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YES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STRICT_IP를 NO로 설정하면 업로드-다운로드 토큰을 사용하여 업로드 및 다
운로드할 때 여러 소비자 I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STRICT_IP를 YES로 설정하면 업로드-다운로드 토큰에서 업로드-다운로드 작
업이 소비자 IP 하나로 제한됩니다.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또는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 RESTRICT_IP를 NO로 설
정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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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본 설정 파일 옵션 (계속)

옵션

설명

기본값

USE_SSL

플러그인에서 읽기 또는 쓰기 이외의 모든 연결에 SSL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결정 YES
합니다. USE_SSL은 SSL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전체 옵션입니다.
USE_SSL을 NO로 설정하면 SSL이 사용되지 않으며 USE_SSL_RW가 무시됩니다.
USE_SSL을 YES로 설정하면 데이터 읽기/쓰기 이외의 모든 Nirvanix 상호 작용에
SSL이 사용됩니다.

USE_SSL_RW

플러그인에서 SSL을 사용하여 Nirvanix와의 모든 데이터 읽기/쓰기를 암호화하는 YES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SE_SSL을 NO로 설정하면 USE_SSL_RW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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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irvanix 저장소 설정
이 부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ackup Exec용 Nirvanix 저장소 설정

Backup Exec용 Nirvanix 저장소 설정
Nirvanix 구성 유틸리티는 저장소 설정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하위 계정을 여러 개 생
성하려는 경우와 같은 고급 구성에서만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Backup Exec용 Nirvanix 저장소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다음 URL에서 Nirvanix Management Portal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십시오.
https://nmp.nirvanix.com/

2

Nirvanix 마스터 계정 인증 정보를 입력하십시오(예: symantec.dev7).

3

Applications를 누르고 CreateNewApplication을 누르십시오.

4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스터 계정 이름이 <Nirvanix_Customer_Account>인 경우
"BackupExec-9"를 사용합니다. 이름 지정 규칙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저장소 풀) 이
름은 Nirvanix 전역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Nirvanix에서 응용 프로그램(저장소 풀)에 대한 고유한 응용 프로그램(저장소 풀) 키
를 생성합니다.

5

생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6

Backup Exec에서 LSU(논리 저장 단위)로 처리하는 하위 계정을 Backup Exec의 저장
소 풀 서버 아래에 생성하려면 CreateNewChildAccount를 누르십시오.

7

하위 계정에 최대 저장소 공간 등의 다른 할당량을 설정하려면 하위 계정의 Details
탭에서 View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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