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참고 사항을 읽으십시오! View 5.1 설치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참고 사항은 해당 언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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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5.1은 View 구성 요소를 이전과 약간 다르게 구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참고 사항은 

View 5.1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View 5.1 연결 서버를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View 5.1에서는 View LDAP 구성이 암호화되어 있고 View 이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View 5.1로 업그레이드하면 이전 버전으로 인스턴스를 

다운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복제된 그룹에 있는 모든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전 버전의 

View에서 실행되는 다른 인스턴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다운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았지만, 이전 릴리스에서는 작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vCenter Server 및 View Composer 호스트에 유효한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선택: vCenter Server 및 View Composer에 인증 기관(CA: Certificate Authority)이 

제공하는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o vCenter Server가 설치되어 있는 Windows 서버에 인증 기관이 서명한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o View Composer도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View Composer 및 vCenter Server를 같은 

호스트에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증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 View Composer를 설치하기 전에 인증서를 설치하는 경우, View Composer 설치 

중에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기본 인증서를 대체할 경우, SviConfig ReplaceCertificate 명령을 실행하여 

View Composer가 사용하는 포트에 새 인증서를 연결합니다. 

o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가 설치된 각 Windows 서버가 새 인증서의 인증 기관 및 

모든 상위 인증 기관을 신뢰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안: vCenter Server와 View Composer를 View에 추가한 후, View Administrator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View Composer에 대한 기본 인증서의 지문 인식을 허용합니다. 

vCenter Server도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추가 정보: View 설치 가이드에서 "View Server용 SSL 인증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vmware.com/fr/support/support-resources/pubs/view_pubs/
http://www.vmware.com/de/support/support-resources/pubs/view_pubs
http://www.vmware.com/cn/support/support-resources/pubs/view_pubs/
http://www.vmware.com/jp/support/support-resources/pubs/view_pubs/
https://www.vmware.com/kr/support/support-resources/pubs/view_pubs/


3) 보안 서버와 View 연결 서버 호스트에 유효한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선택: Windows Server 호스트에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 또는 보안 서버를 설치한 

후, Windows Server 인증서 저장소를 열고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o 인증 기관이 서명하고 클라이언트가 검증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o 중간 인증서 및 루트 인증서를 포함하여 전체 인증서 체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o 인증서에 개인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키를 내보내기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o 인증서 이름을 vdm으로 구성합니다. 

 대안: View Server 설치 관리자가 Windows Server 인증서 저장소에 기본 인증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증서는 자체 서명되어 있으며 View Administrator에서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로 표시됩니다.  

 View 5.1로 업그레이드: 기존 View Server에 인증 기관이 서명한 SSL 인증서가 이미 있는 

경우,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중, View가 인증서를 Windows Server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기존 View Server에 기본 인증서가 있는 경우, View Server를 업그레이드하고 위의 최적의 

선택 단계를 따릅니다. 

추가 정보: View 설치 가이드에서 "View Server용 SSL 인증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vCenter Server, View Composer 및 View Server용 인증서에는 인증서 해지 목록(CRL: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View는 CRL이 없는 인증서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최적의 선택: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o 인증서에 CRL을 추가합니다. 

o 업데이트된 인증서를 vCenter Server, View Composer 및 View Server 호스트에 있는 

Windows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대안: CRL 확인을 제어하는 레지스트리 설정을 변경합니다.  

추가 정보: View 설치 가이드에서 "서버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해지 확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5) 보안 서버와 View 연결 서버 호스트에서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Psec 규칙은 View 보안 서버와 View 연결 서버 간의 연결을 관리하고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선택: View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을 

켜기로 설정합니다. 모든 활성 프로필에서 켜기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프로필을 

켜기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 보안 서버를 설치하기 전에 View Administrator를 열고 전역 설정 보안 서버 

연결용 IPSec 사용을 아니요로 설정하여 비활성화합니다. (권장하지 않음) 

6) IPsec을 지원하기 위해 백엔드 방화벽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안 서버와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 사이에 백엔드 방화벽이 있는 경우, 연결을 위해 방화벽 

규칙을 구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View 설치 가이드에서 "IPsec 지원을 위한 백엔드 방화벽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7) View Client는 View에 연결하기 위해 HTTPS를 사용해야 합니다.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 및 보안 서버는 SS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연결됩니다.  

 View Client가 SSL 오프로딩 중간 장치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 View 연결 서버 또는 보안 

서버에 중간 장치의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View Client가 부하 분산 장치와 같은 중간 장치를 통해 연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결은 HTTPS여야 합니다. 중간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중간 장치와 View Server 간의 

연결을 HTTP(SSL 오프로딩) 경유로 설정하려면, View Server에서 locked.properties 

파일을 구성합니다.  

 HTTPS를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존의 View Client에서 HTTP를 선택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으로 HTTPS로 리디렉션되었습니다. SSL에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는 View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View 관리 가이드에서 "SSL 연결을 중간 서버에 오프로딩"을 참조하십시오.  



8) 암호화 및 클리닝 View 백업에 새 복원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View 5.1 백업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View 백업을 클리닝하거나(백업 데이터에서 

암호 및 기타 중요 정보 제거) 일반 텍스트로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권장하지 않음). 

 암호화된 백업을 복원하려면 먼저 데이터의 암호화를 해제해야 합니다. View 연결 서버를 

설치했을 때 입력한 데이터 복구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리닝 백업을 복원하지 마십시오. View LDAP 구성에서 암호 등의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View 구성 요소는 이 데이터가 없으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능을 

복원하려면, View Administrator를 사용하여 모든 암호 및 기타 누락된 데이터 항목을 

수동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View 관리 가이드에서 "View 구성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9) View 5.1 보안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하기 전에, 관련 IPsec 규칙을 연결된 View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제거해야 새로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iew Administrator에서 보안 서버를 선택하고 추가 명령 > 업그레이드 또는 다시 설치 

준비를 클릭합니다.  

참고: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하기 전에 View에서 보안 서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정보: View 설치 가이드에서 "보안 서버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