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
명서

vCloud Director 5.1.1

이 문서는 새 버전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나열된 각 제품 버
전 및 모든 이후 버전을 지원합니다. 이 문서에 대한 최신
버전을 확인하려면 
http://www.vmware.com/support/pubs 를 참조
하십시오.

KO-000817-02

http://www.vmware.com/support/pubs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2  VMware, Inc.

VMware 웹 사이트 (http://www.vmware.com/kr/support) 에서 최신 기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VMware 웹 사이트에서 최신 제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docfeedback@vmware.com 으로 사용자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Copyright © 2010–2012 VMware, Inc. 판권 소유. 이 제품은 대한민국 및 국제 저작권법과 지적 재산권법
의 보호를 받습니다. VMware 제품은 http://www.vmware.com/go/patents-ko 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특허
권에 적용됩니다.

Vmware 는 미국 및/또는 기타 관할 지역에서 VMwar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기타 명칭과 표시는 모두 해당 소유권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VMware, Inc.
3401 Hillview Ave.
Palo Alto, CA 94304
www.vmware.com/kr

http://www.vmware.com/kr/support
mailto:docfeedback@vmware.com
http://www.vmware.com/go/patents-ko


목차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7

Updated Information 9

 
1 vCloud Director 시작하기 11

vCloud Director 관리 개요 11

웹 콘솔 로그인 13

시스템 준비 14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 만들기 14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 바꾸기 15

SSL 인증서 바꾸기 16

사용자 기본 설정 지정 17

 
2 vCloud Director에 리소스 추가 19

vSphere 리소스 추가 19

클라우드 리소스 추가 21

 
3 조직 만들기 및 프로비저닝 27

임대 이해 27

조직 만들기 28

조직에 리소스 할당 32

 
4 게시된 카탈로그 만들기 41

카탈로그 게시 사용 41

게시된 카탈로그 만들기 42

vApp 템플릿 업로드 42

vSphere에서 vApp 템플릿 가져오기 43

미디어 파일 업로드 43

vSphere에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44

카탈로그 게시 44

 
5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45

제공자 vDC 관리 45

조직 vDC 관리 52

외부 네트워크 관리 64

Edge 게이트웨이 관리 65

조직 vDC 네트워크 관리 83

네트워크 풀 관리 96

클라우드 셀 관리 97

 

VMware, Inc.  3



6 vSphere 리소스 관리 99
vSphere vCenter Server 관리 99

vSphere ESX/ESXi 호스트 관리 101

vSphere 데이터스토어 관리 103

격리된 항목 관리 104

 
7 조직 관리 105

조직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105

조직 삭제 105

조직에 카탈로그 추가 106

조직 속성 편집 106

조직 리소스 관리 110

조직 사용자 및 그룹 관리 110

조직 vApp 및 가상 시스템 관리 110

 
8 시스템 관리자 및 역할 관리 115

시스템 관리자 추가 115

시스템 관리자 가져오기 116

시스템 관리자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116

시스템 관리자 삭제 116

시스템 관리자 프로파일 및 연락처 정보 편집 117

사용자에게 e-메일 알림 보내기 117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자 삭제 117

그룹 가져오기 118

LDAP 그룹 삭제 118

그룹 속성 보기 118

역할 및 권한 119

 
9 시스템 설정 관리 121

일반 시스템 설정 수정 121

일반 시스템 설정 121

시스템 e-메일 설정 편집 123

차단 작업 및 알림 구성 124

시스템 LDAP 설정 구성 125

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 UI 사용자 지정 129

공개 주소 구성 130

계정 잠금 정책 구성 131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 구성 132

 
10 vCloud Director 모니터링 133

작업 및 이벤트 보기 133

차단 작업 모니터링 및 관리 135

제공자 vDC의 사용량 정보 보기 135

조직 vDC의 사용량 정보 보기 135

vCloud Director의 JMX 서비스 사용 136

vCloud Director 로그 보기 136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4  VMware, Inc.



vCloud Director 및 비용 보고 137

격리된 파일 모니터링 137

 
11 역할 및 권한 141

미리 정의된 역할 및 역할 권한 141

색인 145

목차

VMware, Inc.  5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6  VMware, Inc.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VMware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에서는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에 리소스
를 추가하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비저닝하고, 리소스 및 조직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이 설명서는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려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의
정보는 Linux, Windows, IP 네트워크 및 VMware vSphere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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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Information

This vCloud Director Administrator's Guide is updated with each release of the product or
when necessary.

다음 표에는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의 업데이트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정 버전 설명

000817-02 vCloud Director 5.1.1의 할당 풀 할당 모델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할당 모델
문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000817-01 n 조직 vDC 만들기 및 조직 리소스 할당 워크플로에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 및 구성이 추가되었습
니다.

n 제공자 vDC 관리 섹션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절차가 제거되었습니다.

000817-00 Initia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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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시작하기 1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 처음 로그인하면 홈 탭에서 설치 구성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사용자 기본 설정을 지정하고,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를 만들어 vCloud Director 가상 시스템
에서 게스트 사용자 지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vCloud Director 관리 개요,”(11 페이지)

n “웹 콘솔 로그인,”(13 페이지)

n “시스템 준비,”(14 페이지)

n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 만들기,”(14 페이지)

n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 바꾸기,”(15 페이지)

n “SSL 인증서 바꾸기,”(16 페이지)

n “사용자 기본 설정 지정,”(17 페이지)

vCloud Director 관리 개요
VMware vCloud Director는 가상 인프라 리소스를 가상 데이터 센터에 풀링하고 이러한 리소스를 웹 기
반 포털과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카탈로그 기반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노출하여
보안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VMware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에서는 시스템에 리소스를 추가하고, 조직을 만들어 프로비저닝
하고, 리소스 및 조직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vSphere 리소스

vCloud Director에서는 vSphere 리소스를 이용하여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CPU 및 메모리를 제
공합니다. 또한 vSphere 데이터스토어는 가상 시스템 파일과 가상 시스템 작업에 필요한 기타 파일의 스
토리지를 제공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또한 vSphere Distributed Switch와 vSphere 포트 그
룹을 이용하여 가상 시스템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본 vSphere 리소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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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리소스

클라우드 리소스는 기본 vSphere 리소스를 추상화한 것으로, vCloud Director 가상 시스템과 vApp에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vApp는 하나 이상의 개별 가상 시스템과 함께 작동 세부 정보를 정
의하는 매개 변수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리소스는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연결에 액
세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클라우드 리소스에는 제공자 및 조직 가상 데이터 센터, 외부 네트워크, 조직 vDC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풀이 포함됩니다. vCloud Director에 클라우드 리소스를 추가하려면 먼저 vSphere 리소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

제공자 vDC(가상 데이터 센터)는 단일 vCenter Server 리소스 풀에 포함된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를 해
당 리소스 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스토어에 포함된 스토리지 리소스와 결합합니다.

지리적 위치 또는 근무처가 서로 다르거나 성능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른 여러 사용자를 위해 여러 개의 제공
자 vDC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 가상 데이터 센터

조직 vDC(가상 데이터 센터)는 조직에 리소스를 제공하며, 제공자 vDC에서 분할됩니다. 조직 vDC는 가
상 시스템의 저장, 배포 및 작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플로피 디스크와 CD ROM 같은 가상 미디어용
스토리지도 제공합니다.

한 조직에 여러 개의 조직 vDC가 있을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네트워킹

vCloud Director는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n 외부 네트워크

n 조직 vDC 네트워크

n vApp 네트워크

일부 조직 vDC 네트워크와 모든 vApp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풀에서 지원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는 vSphere 포트 그룹에 따라 구별되는 논리적 네트워크입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vApp 내부의 가상 시스템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조직 vDC 네트워크는 vCloud Director 조직 vDC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의 모든 vAp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조직 내의 vApp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외부 연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 내부에 격리된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조직 vDC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풀에서 지원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모두 조
직 vDC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조직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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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p 네트워크

vApp 네트워크는 vApp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vApp 내의 가상 시스템 간 통신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
다. vApp 네트워크를 조직 vDC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vApp가 조직 내부 및 조직 외부(조직 vDC 네트워
크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의 다른 vApp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vApp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풀
에서 지원됩니다.

vApp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는 대부분 고유한 vApp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vApp
네트워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풀

네트워크 풀은 조직 vDC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그룹입니다. 네트워크 풀은
VLAN ID, 포트 그룹 또는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와 같은 vSphere 네트워크 리소스에서 지원됩니다.
vCloud Director는 네트워크 풀을 사용하여 NAT 라우팅 방식의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와 모든 vApp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풀의 각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계층 2에서 다른 모든 네트워크
와 격리됩니다.

vCloud Director의 각 조직 vDC마다 네트워크 풀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직 vDC에서 동
일한 네트워크 풀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vDC의 네트워크 풀은 조직 vDC의 네트워크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네트워크 풀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

vCloud Director는 조직을 사용하여 다중 테넌트를 지원합니다. 조직은 사용자, 그룹 및 계산 리소스 집
합에 대한 관리 단위입니다. 사용자는 조직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를 만들거나 가져올 때 설정한 자격 증명
을 제공하여 조직 수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조직을 만들고 프로비저닝하는 반면 조직
관리자는 조직의 사용자, 그룹 및 카탈로그를 관리합니다. 조직 관리자의 작업은 VMware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조직에는 여러 사용자 및 그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조직 관리자가 만들거나 LDAP 같은 디렉
터리 서비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룹은 디렉터리 서비스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의 사용
권한은 사용자와 그룹에 권한 및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제어됩니다.

카탈로그

조직에서는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vApp 템플릿과 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
는 조직 구성원은 카탈로그의 vApp 템플릿과 미디어 파일을 사용하여 고유한 vAp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할 경우 조직에서는 카탈로그를 다른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조직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카탈로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 콘솔 로그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목록은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VMware
vCloud Director 설치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시스템 설치 시 만든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어야 합니다.

1장 vCloud Director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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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s://hostname.domain.tld/cloud로 이동합니다.

hostname.domain.tld에는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의 기본 IP 주소와 연결된 정규화된 도메
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https://cloud.example.com/cloud).

2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에 다음에 수행해야 하는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준비
vCloud Director 웹 콘솔의 홈 탭에는 사용할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
다. 전제 조건 작업을 완료하면 링크가 활성화됩니다.

각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1을 참조하십시오.

표 1-1.  빠른 시작 작업

작업 참조 정보

vCenter 연결 “vCenter Server 연결,”(19 페이지)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 만들기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 만들기,”(22 페이지)

외부 네트워크 만들기 “외부 네트워크 추가,”(23 페이지)

네트워크 풀 만들기 “네트워크 풀,”(23 페이지)

조직 만들기 “조직 만들기,”(28 페이지)

조직에 리소스 할당 “조직 vDC 만들기,”(52 페이지)

조직에 네트워크 추가 “조직 vDC에 네트워크 추가,”(83 페이지)

조직에 카탈로그 추가 “조직에 카탈로그 추가,”(106 페이지)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 만들기
vCloud Director가 특정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가상 시스템에 게스트 사용자 지정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설치 환경의 각 클라우드 셀에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
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는 동안 일부 파일이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의 sysprep 폴더에 저장되는
데, 이러한 Sysprep 패키지를 만들 때 이러한 파일을 덮어쓰면 안 됩니다.

필수 조건

Windows 2000, Windows 2003(32비트 및 64비트) 및 Windows XP(32비트 및 64비트)의
Sysprep 바이너리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각 운영 체제의 Sysprep 바이너리 파일을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의 적절한 위치에 복사합니
다.

운영 체제마다 고유한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폴더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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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OS 복사 대상

Windows 2000 SysprepBinariesDirectory /win2000

Windows 2003(32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2k3

Windows 2003(64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2k3_64

Windows XP(32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xp

Windows XP(64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xp_64

SysprepBinariesDirectory는 선택한 바이너리 복사 대상 위치를 나타냅니다.

2 /opt/vmware/vcloud-director/deploymentPackageCreator/createSysprepPackage.sh

SysprepBinariesDirectory 명령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opt/vmware/vcloud-
director/deploymentPackageCreator/createSysprepPackage.sh /root/MySysprepFiles를 실행합니다.

3 service vmware-vcd restart 명령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셀을 다시 시작합니다.

4 클라우드 셀이 여러 개인 경우 패키지 및 속성 파일을 모든 클라우드 셀에 복사합니다.

scp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vcloud_sysprep.properties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windows_deployment_package_sysprep.cab 

root@next_cell_IP:/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

5 파일을 복사한 각 대상 클라우드 셀을 다시 시작합니다.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 바꾸기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를 이미 만든 경우 새 패키지를 생성하려면 설치 환경의 각 클라우드 셀
에 있는 기존 Sysprep 패키지를 바꿔야 합니다.

필수 조건

Windows 2000, Windows 2003(32비트 및 64비트) 및 Windows XP(32비트 및 64비트)의
Sysprep 바이너리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service vmware-vcd stop 명령을 사용하여 첫 번째 클라우드 셀을 중지합니다.

2 각 운영 체제의 새 Sysprep 바이너리 파일을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의 편리한 위치에 복사합
니다.

운영 체제마다 고유한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폴더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게스트 OS 복사 대상

Windows 2000 SysprepBinariesDirectory /win2000

Windows 2003(32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2k3

Windows 2003(64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2k3_64

Windows XP(32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xp

Windows XP(64비트) SysprepBinariesDirectory /winxp_64

SysprepBinariesDirectory는 선택한 바이너리 복사 대상 위치를 나타냅니다.

1장 vCloud Director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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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t/vmware/vcloud-director/deploymentPackageCreator/createSysprepPackage.sh

SysprepBinariesDirectory 명령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opt/vmware/vcloud-
director/deploymentPackageCreator/createSysprepPackage.sh /root/MySysprepFiles를 실행합니다.

4 service vmware-vcd restart 명령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셀을 다시 시작합니다.

5 클라우드 셀이 여러 개이면 각 셀을 중지하고 각 셀에 패키지 및 속성 파일을 복사합니다.

scp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vcloud_sysprep.properties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windows_deployment_package_sysprep.cab 

root@next_cell_IP:/opt/vmware/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

6 파일을 복사한 각 대상 클라우드 셀을 다시 시작합니다.

SSL 인증서 바꾸기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의 구성원이 자체 서명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내의 신뢰 수준
을 높이기 위해 이를 서명된 SSL 인증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구성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서버의 SSL 인증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
습니다. 이미 구성된 서버에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세부 정보
를 확인하고 SSL 인증서 정보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다른 모든 구성 단계는 건너뛰므로 기존
구성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각 vCloud Director 서버에는 2개의 SSL 인증서(IP 주소당 SSL 인증서 1개)가 Java keystore 파일
에 있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의 각 구성원에 대해 이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서명된 인증
서가 신뢰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필수 조건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인증서를 바꿀 각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중지해야 합니다. 서버를 중
지하면 클라우드 작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n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 이 서버의 SSL 인증서가 포함된 keystore 파일의 위치 및 암호. vCloud Directo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vCloud Director 설치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스크
립트는 권한 있는 ID로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keystore 파일과 해당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
리는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n 각 SSL 인증서의 암호.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3 서버에서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opt/vmware/vcloud-director/bin/configure

4 새 인증서를 보관할 Java keystore 파일의 전체 경로를 지정합니다.

Please enter the path to the Java keystore containing your SSL certificates and

private keys:/opt/keystore/certificates.ks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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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ystore와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Please enter the password for the keystore:

Please enter the private key password for the 'http' SSL certificate:

Please enter the private key password for the 'consoleproxy' SSL certificate:

구성 스크립트가 서버에서 인증서를 바꾸고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후속 작업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새 인증서를 얻은 경우 이 절차를 따라 해당 서버에서
기존 인증서를 바꿉니다.

사용자 기본 설정 지정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마다 적용되는 표시 내용 및 시스템 경고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
리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웹 콘솔의 제목 표시줄에서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기본값 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시 표시할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4 런타임 임대가 만료되기 전에 e-메일 알림을 받을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스토리지 임대가 만료되기 전에 e-메일 알림을 받을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6 암호 변경 탭을 클릭합니다.

7 (선택 사항) 현재 암호를 입력하고 새 암호를 두 번 입력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1장 vCloud Director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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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에 리소스 추가 2
vCloud Director는 기본 vSphere 가상 인프라의 리소스를 이용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 vSphere
리소스를 등록한 후에는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 내의 조직에서 사용할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vSphere 리소스 추가,”(19 페이지)

n “클라우드 리소스 추가,”(21 페이지)

vSphere 리소스 추가
vCloud Director에서는 vSphere 리소스를 이용하여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CPU 및 메모리를 제
공합니다. 또한 vSphere 데이터스토어는 가상 시스템 파일과 가상 시스템 작업에 필요한 기타 파일의 스
토리지를 제공합니다.

vCloud Director 시스템 요구 사항과 지원되는 vCenter Server 및 ESX/ESXi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VMware vCloud Director 설
치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연결

vCenter Server 리소스를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vCenter Server를 연결할 수 있습니
다. vCenter Server를 연결한 후에는 해당 리소스 풀, 데이터스토어 및 네트워크를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Shield Manager 인스턴스가 설치되어 있고 vCloud Director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VMware vCloud Director
설치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새 vCenter 연결 마법사 열기(20 페이지)

새 vCenter 연결 마법사를 열어 vCloud Director에 vCenter Server를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2 vCenter Server 연결 및 표시 정보 제공(20 페이지)

vCloud Director에 vCenter Server를 연결하려면 vCenter Server의 연결 정보와 표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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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Shield Manager에 연결(20 페이지)

vCloud Director를 사용하려면 vShield Manager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에 연결하는 vCenter Server마다 고유한 vShield Manager가 필요합니다.

4 설정 확인 및 vCenter Server 연결(21 페이지)

새 vCenter Server를 연결하려면 먼저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vCenter 연결 마법사 열기

새 vCenter 연결 마법사를 열어 vCloud Director에 vCenter Server를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새 vCenter 연결 단추를 클릭합니다.

새 vCenter 연결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vCenter Server 연결 및 표시 정보 제공

vCloud Director에 vCenter Server를 연결하려면 vCenter Server의 연결 정보와 표시 이름을 제공해
야 합니다.

프로시저

1 vCenter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vCenter Server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443입니다.

3 vCenter Server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에 vCenter의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4 vCenter Server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이름은 vCloud Director에서 vCenter Server의 표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5 (선택 사항) vCenter Server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Shield Manager에 연결

vCloud Director를 사용하려면 vShield Manager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에 연결하는 vCenter Server마다 고유한 vShield Manager가 필요합니다.

프로시저

1 연결하려는 vCenter Server와 함께 사용할 vShield Manager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
니다.

2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여 vShield Manager에 연결합니다.

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이고 기본 암호는 default입니다. vShield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서 이러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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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확인 및 vCenter Server 연결

새 vCenter Server를 연결하려면 먼저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vCenter Server 및 vShield Manager의 설정을 검토합니다.

2 (선택 사항) 설정을 수정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3 설정을 적용하고 vCenter Server를 연결하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가 새 vCenter Server를 연결하고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리소스를 등록
합니다.

후속 작업

vCenter Server에서 VMware vCloud Director용 vShield 라이센스 키를 할당합니다.

vCenter에서 vShield 라이센스 키 할당

vCloud Director에 vCenter Server를 연결한 후에는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Mware vCloud
Director용 vShield 라이센스 키를 할당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vSphere Client가 vCenter Server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vCenter Server 시스템에 연결된 vSphere Client 호스트에서 홈 > 라이센싱을 선택합니다.

2 보고서 보기의 경우 자산을 선택합니다.

3 vShield Edge 자산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라이센스 키 변경을 선택합니다.

4 새 라이센스 키 할당을 선택하고 키 입력을 클릭합니다.

5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고 키의 레이블(선택 사항)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를 구입할 때 받은 VMware vCloud Director용 vShield 라이센스 키를 사용합니
다. 이 라이센스 키는 여러 vCenter Server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리소스 추가
클라우드 리소스는 기본 vSphere 리소스를 추상화한 것으로, vCloud Director 가상 시스템과 vApp에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를 제공하고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연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클라우드 리소스에는 제공자 및 조직 가상 데이터 센터, 외부 네트워크, 조직 vDC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풀이 포함됩니다. vCloud Director에 클라우드 리소스를 추가하려면 먼저 vSphere 리소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조직 가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에 리소스 할당,”(3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 관리,”(8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장 vCloud Director에 리소스 추가

VMware, Inc.  21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

제공자 vDC(가상 데이터 센터)는 단일 vCenter Server 리소스 풀에 포함된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를 해
당 리소스 풀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스토어에 포함된 스토리지 리소스와 결합합니다.

제공자 vDC는 조직 vDC의 소스입니다.

제공자 가상 데이터 센터 만들기

제공자 vDC를 만들어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할 vSphere 계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또는 근무처가 서로 다르거나 성능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른 여러 사용자를 위
해 여러 개의 제공자 vDC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공자 vDC에는 단일 vCenter Server의 단일 리소스 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vSphere HA를 사용하는 클러스터의 일부인 리소스 풀을 추가하려면 vSphere HA에서 슬롯 크기가 계
산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슬롯 크기와 vSphere HA 동작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VMware vSphere Availability Guide(VMware vSphere 가용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사용 가능한 리소스 풀이 있는 하나 이상의 vCenter Server가 vCloud Director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리소스 풀은 자동화된 DRS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vCenter 클러스터에 있어야 합니다. vCenter
Server에는 VMware vCloud Director용 vShield 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새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름 및 설명 필드를 사용하여 제공자 v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예: vSphere HA)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지원되는 최신 하드웨어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이 제공자 vDC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대해 지원되는 최신 하
드웨어 버전이 결정됩니다. 하드웨어 버전 9에는 ESXi 5.1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5 vCenter Server 및 리소스 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 풀이 없는 경우 목록에 리소스 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6 지원할 제공자 vDC에 대해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
릭합니다.

7 마침을 클릭하여 제공자 vDC를 만듭니다.

외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는 vSphere 포트 그룹에 따라 구별되는 논리적 네트워크입니다. 외부 네트워크는 외부 조
직 vDC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 시스템에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 관리,”(8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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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네트워크 추가

외부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할 vSphere 네트워크 리소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Sphere 포트 그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트 그룹에서 VLAN을 사용하는 경우 단일 VLAN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VLAN 트렁킹을 사용하는 포트 그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 확장 정적 포트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3 vCenter Server와 vSphere 포트 그룹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네트워크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네트워크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풀

네트워크 풀은 조직 vDC 내에서 vApp 네트워크와 일부 유형의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그룹입니다.

네트워크 풀은 VLAN ID, 포트 그룹 또는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와 같은 vSphere 네트워크 리소스에서
지원됩니다. vCloud Director는 네트워크 풀을 사용하여 NAT 라우팅 방식의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
와 모든 vApp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풀의 각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계층 2에서 다
른 모든 네트워크와 격리됩니다.

vCloud Director의 각 조직 vDC마다 네트워크 풀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직 vDC에서 동
일한 네트워크 풀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vDC의 네트워크 풀은 조직 vDC의 네트워크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VLAN ID에 의해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 추가

VLAN 지원형 네트워크 풀을 추가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할 vSphere VLAN ID를 등록할 수 있
습니다. VLAN 지원형 네트워크 풀은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최상의 보안, 확장성 및 성능을 제공합니
다.

필수 조건

vSphere에서 일정 범위의 VLAN ID와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VLAN ID는 ESX/ESXi 서버가 연결된 물리적 스위치에 구성된 유효한 ID여야 합니다.

주의   VLAN은 계층 2 수준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VLAN을 올바르게 격리하지 못할 경우 네트워크에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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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풀 추가를 클릭합니다.

3 VLAN 지원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VLAN ID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VLAN ID마다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5 vCenter Server와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네트워크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네트워크 풀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이제 네트워크 풀에서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네트워크 풀을 조직 vDC에 연결하고
vApp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 추가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는 호
스트를 스패닝하고 다른 네트워크와의 트래픽 격리 기능을 제공하므로 vApp 네트워크에 가장 적절한 소스
입니다.

격리 지원형 네트워크 풀에는 vSphere의 기존 포트 그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 조건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추가를 클릭합니다.

3 VCD 네트워크 격리 지원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네트워크 풀에서 만들 네트워크의 수를 입력합니다.

5 (선택 사항) VLAN ID를 입력합니다.

6 vCenter Server와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네트워크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네트워크 풀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가 vSphere에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를 필요한 만큼 만듭니다.

후속 작업

이제 네트워크 풀에서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네트워크 풀을 조직 vDC에 연결하고
vApp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풀 MTU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
드 격리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의 MTU 설정,”(2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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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포트 그룹에 의해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 추가

포트 그룹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을 추가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할 vSphere 포트 그룹을 등
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 풀과 달리 포트 그룹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에는 vSphere
Distributed Switch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포트 그룹은 계층 2 수준에서 다른 모든 포트 그룹과 격리해야 합니다. 포트 그룹은 물리적으로 격
리되거나 VLAN 태그를 사용하여 격리되어야 합니다. 포트 그룹을 올바르게 격리하지 못할 경우 네트워크
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Sphere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 그룹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의 각 ESX/ESXi 호스트
에서 포트 그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포트 그룹은 단일 VLAN만 사용해야 합니다. VLAN 트렁킹
을 사용하는 포트 그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추가를 클릭합니다.

3 vSphere 포트 그룹 지원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하나 이상의 포트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포트 그룹마다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6 네트워크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네트워크 풀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이제 네트워크 풀에서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네트워크 풀을 조직 vDC에 연결하고
vApp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의 MTU 설정

vCloud Director가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에 사용하는 MTU(최대 전송 단
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TU는 패킷을 보다 작은 여러 패킷으로 나누기 전에 한 패킷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입니다.

표준 MTU(1500바이트)를 사용하여 가상 시스템 게스트 운영 체제와 기본 물리적 인프라를 구성할 경우
VMware 네트워크 격리 프로토콜은 프레임을 조각화합니다. 프레임 조각화를 방지하려면 네트워크 풀과
기본 물리적 네트워크의 MTU를 1600바이트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네트워크 풀 MTU는 물리적 네트
워크의 MTU와 동일한 수준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 네트워크의 MTU가 1500바이트보다 작으면 네트워크 풀의 MTU를 기본 물리적 네트워크에 맞
게 줄입니다.

필수 조건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풀의 MTU를 늘리기
전에 물리적 스위치 인프라가 1500 이상의 MTU(Jumbo 프레임이라고 함)를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2장 vCloud Director에 리소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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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풀 MTU 탭에서 MTU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가 해당 네트워크 풀 및 동일한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사용하는 다른 모든
네트워크 풀의 MTU를 수정합니다.

VXLAN 네트워크 풀

vSphere VXLAN 네트워크는 IETF VXLAN 표준 초안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로컬 도메인 격
리 기능을 지원하며, 이는 vSphere 격리 지원 네트워크로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제공자 vDC를 만들면 vCloud Director에 VXLAN 네트워크 풀이 만들어집니다. 이 네트워크 풀을 사용
하면 vCenter Server에 VXLAN 가상 와이어가 만들어집니다.

포함하는 제공자 vDC의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 이 풀에 지정되며, 이 이름은 생성 시 연결됩니다. 이 네
트워크 풀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VXLAN 네트워크 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공자 vDC의 이름을 변경하면 해당 VXLAN 네트워크 풀의 이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vSphere VXLAN 네트워크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n 논리 네트워크가 계층 3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n 논리 네트워크가 단일 계층 2의 여러 랙에 걸쳐 있습니다.

n 브로드캐스트를 제약합니다.

n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n 규모가 상당합니다(최대 1600만 개 네트워크 주소 제공).

vCloud 환경의 VXLA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hield Administ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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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만들기 및 프로비저닝 3
조직은 사용자 그룹에 리소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정책
을 설정합니다. 고유한 리소스나 정책 또는 둘 모두가 필요한 각 사용자 그룹에 대해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
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임대 이해,”(27 페이지)

n “조직 만들기,”(28 페이지)

n “조직에 리소스 할당,”(32 페이지)

임대 이해
조직을 만들려면 임대를 지정해야 합니다. 임대를 통해 vApp를 실행하고 vApp 및 vApp 템플릿을 저장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여 조직의 스토리지 및 계산 리소스를 일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임대의 목적은 비활성 vApp에서 계산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vApp를 시작한 후 이를 중지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면 vApp에서는 리소스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런타임 임대는 사용자가 vApp를 시작할 때 시작되며, 런타임 임대가 만료되면 vCloud Director에서는
vApp를 중지합니다.

스토리지 임대의 목적은 사용되지 않는 vApp 및 vApp 템플릿이 스토리지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vApp 스토리지 임대는 사용자가 vApp를 시작할 때 시작되며, vApp 실행에는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vApp 템플릿 스토리지 임대는 사용자가 vApp에 vApp 템플릿을 추가하거나, 작업공간에
vApp 템플릿을 추가하거나, vApp 템플릿을 다운로드, 복사 또는 이동할 때 시작됩니다.

스토리지 임대가 만료되면 vCloud Director에서는 관리자가 설정한 조직 정책에 따라 vApp 또는 vApp
템플릿을 만료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삭제합니다.

임대 설정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임대, 할당량 및 제한 설정 구성,”(31 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사용자는 e-메일 알림을 구성하여 런타임 또는 스토리지 임대가 만료되기 전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임대 만료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기본 설정 지정,”(1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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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만들기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 설정을 지정하고 조직 관리자용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새 조직 마법사 열기(28 페이지)

새 조직 마법사를 열어 조직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이름 지정(28 페이지)

새 조직의 설명적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3 조직 LDAP 옵션 지정(29 페이지)

LDAP 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직의 사용자 및 그룹 디렉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DAP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의 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LDAP 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조직 관리자는 LDAP 옵션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조직에 로컬 사용자 추가(29 페이지)

LDAP 및 SAM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에 로컬
조직 관리자 계정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5 조직 카탈로그 게시 정책 설정(30 페이지)

카탈로그를 통해 조직 사용자에게 vApp를 만들고 가상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vApp 템플릿 및 미디어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e-메일 기본 설정 구성(30 페이지)

vCloud Director에서 사용자 알림 및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내려면 SMTP 서버가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는 시스템 e-메일 설정을 사용하거나 조직 고유의 e-메일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조직 임대, 할당량 및 제한 설정 구성(31 페이지)

임대, 할당량 및 제한은 조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및 처리 리소스를 제한합니다. 이러
한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조직의 리소스를 소모하거나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설정 확인 및 조직 만들기(31 페이지)

조직을 만들기 전에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조직 마법사 열기

새 조직 마법사를 열어 조직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새 조직 단추를 클릭합니다.

새 조직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조직 이름 지정

새 조직의 설명적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프로시저

1 조직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URL의 일부로 나타나는 고유 식별자를 제공
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28  VMware, Inc.



2 조직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조직 구성원이 고유 URL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할 때 브라우저 머리글
에 나타납니다. 이 이름은 관리자나 조직 관리자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선택 사항) 조직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직 LDAP 옵션 지정

LDAP 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직의 사용자 및 그룹 디렉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DAP 서비스를 지정하
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의 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LDAP 옵션
을 설정할 수 있으며, 조직 관리자는 LDAP 옵션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LDAP 설정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LDAP 설정 구성,”(125 페이
지).

프로시저

1 조직 사용자에 대한 소스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LDAP 사용 안 함 조직 관리자가 조직의 각 사용자에 대한 로컬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VCD 시스템 LDAP 서비스 조직 사용자 및 그룹의 소스로 vCloud Director 시스템 LDAP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LDAP 서비스 조직을 고유한 개인 LDAP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2 선택 사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작업

LDAP 사용 안 함 다음을 클릭합니다.

VCD 시스템 LDAP 서비스 (선택 사항) 조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하는 데 사용할 OU(조
직 단위)의 고유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아무 것도 입력하
지 않으면 시스템 LDAP 서비스의 모든 사용자를 조직으로 가져올 수 있
습니다.

참고   OU를 지정해도 가져올 수 있는 LDAP 그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스템 LDAP 루트에서 모든 LDAP 그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OU와 가져온 그룹 모두에 있는 사용자만이 조직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지정 LDAP 서비스 다음을 클릭하고 조직에 대한 사용자 지정 LDAP 설정을 입력합니다.
 

조직에 로컬 사용자 추가

LDAP 및 SAM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에 로컬 조직
관리자 계정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3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합니다.

4 (선택 사항)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3장 조직 만들기 및 프로비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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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제한을 선택하거나, 저장되어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의 사용자 할당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
다.

이러한 할당량은 사용자가 조직의 스토리지 및 계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직 카탈로그 게시 정책 설정

카탈로그를 통해 조직 사용자에게 vApp를 만들고 가상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vApp 템플릿 및 미디어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는 단일 조직의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할 경우 조직 관리
자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카탈로그 게시 옵션 선택

옵션 설명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조직 관리자가 조직 외부의 사용자를 위해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없습니
다.

모든 조직에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
습니다.

조직 관리자가 모든 조직의 사용자를 위해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
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e-메일 기본 설정 구성

vCloud Director에서 사용자 알림 및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내려면 SMTP 서버가 필요합니다. 조직에
서는 시스템 e-메일 설정을 사용하거나 조직 고유의 e-메일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SMTP 서버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시스템 기본 SMTP 서버 사용 조직에서 시스템 SMTP 서버를 사용합니다.

조직 SMTP 서버 설정 조직에서 조직 고유의 SMTP 서버를 사용합니다. SMTP 서버의 DNS 호
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요할 경우 인증 필
요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알림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시스템 기본 알림 설정 사용 조직에서 시스템 알림 설정을 사용합니다.

조직 알림 설정 지정 조직에서 조직 고유의 알림 설정을 사용합니다. 조직 e-메일에 보낸 사람
으로 표시되는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조직 e-메일의 제목 접두사로 사
용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조직 e-메일의 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대상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메일 설정 테스트를 클릭하여 모든 SMTP 서버 설정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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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임대, 할당량 및 제한 설정 구성

임대, 할당량 및 제한은 조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및 처리 리소스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설
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조직의 리소스를 소모하거나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대 이해,”(2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vApp 및 vApp 템플릿에 대한 임대 옵션을 선택합니다.

임대를 통해 vApp를 실행하고 vApp 및 vApp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여 조직
의 스토리지 및 계산 리소스를 일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스토리지 임대가 만료될 경
우 vApp 및 vApp 템플릿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실행 중인 저장된 가상 시스템의 할당량을 선택합니다.

할당량은 조직의 각 사용자가 조직의 가상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하고 전원을 켤 수 있는 가상 시스템
의 수를 결정합니다. 지정하는 할당량은 조직에 새로 추가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본값으로 사용됩
니다.

3 리소스 집중 작업에 대한 제한을 선택합니다.

복사 및 이동과 같은 일부 vCloud Director 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 리소스 사용량이 많습니다. 제
한을 설정하면 이러한 리소스 집중 작업이 조직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거부 공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각 가상 시스템에 대한 동시 VMware 원격 콘솔 연결 수를 선택합니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동시 연결 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 설정은 VNC(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또는 RDP(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연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선택 사항) 계정 잠금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자 계정을 잠그기 전에 허용할 로그인 실패 횟수
를 선택한 다음 잠금 간격을 선택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 확인 및 조직 만들기

조직을 만들기 전에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조직에 대한 설정을 검토합니다.

2 (선택 사항) 설정을 수정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3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하고 조직을 만듭니다.

후속 작업

조직에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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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리소스 할당
제공자 vDC에서 분할된 조직 vDC를 만들어 조직에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한 조직에 여러 개의
조직 vDC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조직에 리소스를 할당하려면 제공자 vDC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리소스 할당 마법사 열기(33 페이지)

리소스 할당 마법사를 열어 조직의 조직 vDC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자 vDC 선택(33 페이지)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서 계산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조직 vDC는 이러한 리소스
를 조직의 vApp 및 가상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3 할당 모델 선택(34 페이지)

할당 모델은 관리자가 할당한 제공자 vDC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가 조직 vDC에 커밋되는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합니다.

4 할당 모델 구성(35 페이지)

할당 모델을 구성하여 조직 vDC에 할당할 제공자 vDC 리소스의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스토리지 할당(37 페이지)

조직 vDC에는 vApp 및 vApp 템플릿을 위한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공자 vDC 데이터스
토어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6 네트워크 풀 및 서비스 선택(37 페이지)

네트워크 풀은 vApp 네트워크와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별되지 않은 네
트워크의 그룹입니다.

7 Edge 게이트웨이 구성(38 페이지)

하나 이상의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Edge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8 외부 네트워크 구성(38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9 새 Edge 게이트웨이의 IP 설정 구성(38 페이지)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 새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38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11 새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39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12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39 페이지)

새 Edge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3 조직 vDC 이름 지정(39 페이지)

설명이 포함된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제공하여 새 조직 vDC에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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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정 확인 및 조직 vDC 만들기(40 페이지)

조직 vDC를 만들기 전에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후속 작업

조직에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리소스 할당 마법사 열기

리소스 할당 마법사를 열어 조직의 조직 vDC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메뉴에서 리소스 할당을 선택합니다.

리소스 할당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제공자 vDC 선택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서 계산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조직 vDC는 이러한 리소스를 조
직의 vApp 및 가상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프로시저

1 제공자 vDC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자 vDC 목록에 표시되고, 선택한 제공자 v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네트워크 목록에 표시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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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모델 선택

할당 모델은 관리자가 할당한 제공자 vDC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가 조직 vDC에 커밋되는 방식 및 시기
를 결정합니다.

프로시저

1 할당 모델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할당 풀 제공자 vDC에서 할당한 일정 비율의 리소스만 조직 vDC에 커밋됩니다.
CPU와 메모리 모두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장 비율
요소라고도 하며, 이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오버커밋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5.1부터 기본적으로 할당 풀 조직 vDC를 유연하게 구
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 연결된 리소스
풀 전체에 걸쳐 해당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CPU 주
파수는 이제 할당 풀의 필수 매개 변수가 되었습니다.

CPU가 병목 현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직 vDC에 충분한 수의 가상
시스템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vCPU 주파수와 보장 비율 요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상 시스템이 만들어진 경우 배치 엔진은 가상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가
장 적합한 제공자 vDC 리소스 풀에 해당 가상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제공
자 vDC 리소스 풀 아래에 이 조직 vDC에 대한 하위 리소스 풀이 만들어
지고 가상 시스템은 해당 하위 리소스 풀 아래에 배치됩니다.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배치 엔진은 제공자 vDC 리소스 풀을 검사하
여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켤 정도의 용량을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충분
한 용량이 없는 경우 배치 엔진은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리소
스가 있는 제공자 vDC 리소스 풀로 가상 시스템을 이동합니다. 조직 vDC
에 하위 리소스 풀이 없으면 하위 리소스 풀이 만들어집니다.

하위 리소스 풀은 새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리소스를 보유하도
록 구성됩니다. 하위 리소스 풀의 메모리 제한은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메
모리 크기만큼 상승하고, 메모리 예약은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메모리 크
기와 조직 vDC의 보장 비율 요소를 곱한 값만큼 높아집니다. 하위 리소
스 풀의 CPU 제한은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vCPU 수와 조직 vDC 수준
에 지정된 vCPU 주파수를 곱한 값만큼 상승하고, CPU 예약은 가상 시스
템에 구성된 vCPU 수와 조직 vDC 수준에 지정된 vCPU와 조직 vDC 수
준에 설정된 CPU 집합의 보장 비율 요소를 곱한 값만큼 높아집니다. 가
상 시스템의 메모리와 CPU 예약이 0으로 설정되도록 재구성된 후 가상
시스템이 배치됩니다.

할당 풀 모델의 이점은 가상 시스템이 동일한 하위 리소스 풀에 있는 유
휴 가상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델은 제공자 vDC
에 추가한 새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원래 리소스 풀의 리소스가 부족하면 가상 시스템은 만
들 때 할당되었던 리소스 풀에서 전원이 켜진 다른 리소스 풀로 전환됩니
다. 이때 가상 시스템의 디스크 파일을 새 리소스 풀로 이동하는 데 약간
의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사용자가 조직 vDC에서 vApp를 만들 때만 리소스가 커밋됩니다. 리소
스 오버커밋이 가능하도록 보장 리소스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
자 vDC에 여러 개의 리소스 풀을 추가하면 선지급 조직 vDC를 유연하
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커밋된 리소스는 가상 시스템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면 배치 엔진은 리소스 풀을 확인한 후, 원래
리소스 풀이 가상 시스템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상 시스템을 다른 리
소스 풀에 할당합니다. 리소스 풀에 하위 리소스 풀이 없는 경우 vCloud
Director가 무제한 및 제로 비율의 하위 리소스 풀을 만듭니다. 가상 시스
템의 비율은 가상 시스템의 제한과 가상 시스템의 커밋된 리소스를 곱한
값으로 설정되고 가상 시스템이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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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선지급 모델의 이점은 제공자 vDC에 추가된 새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원래 리소스 풀의 리소스가 부족하면 가상 시스템은 만
들 때 할당되었던 리소스 풀에서 전원이 켜진 다른 리소스 풀로 전환됩니
다. 이때 가상 시스템의 디스크 파일을 새 리소스 풀로 이동하는 데 약간
의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모델에서는 미리 예약된 리소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소스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로 운영되는 가상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하위 리소스 풀에 있는 유
휴 가상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리소스가 가상 시
스템 수준에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약 풀 할당하는 모든 리소스가 조직 vDC에 즉시 커밋됩니다. 조직의 사용자가
개별 가상 시스템에 대한 예약, 제한 및 우선 순위 설정을 지정하여 오버
커밋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하나의 리소스 풀과 하나의 하위 리소스 풀만 있기 때문에 배
치 엔진은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진 경우 가상 시스템의 리소스 풀을 다
시 할당하지 않습니다. 가상 시스템의 비율 및 제한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리소스 풀 모델에서 소스는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은 또한 가상 시스템 비율, 제한 및 공유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계획하면 예약된 리소스의 활용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
다.

이 모델에서 예약은 항상 기본 클러스터에서 수행됩니다. 기본 클러스터에
서 리소스가 부족하여 조직 vDC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조직 vDC 만들기
가 실패합니다.

이 모델의 다른 제한 사항은 모델이 유연하지 않다는 점과 조직 사용자가
가상 시스템의 공유, 비율 및 제한을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지 못할 수 있
으므로 리소스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배치 엔진 및 가상 시스템 공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할당 모델 구성

할당 모델을 구성하여 조직 vDC에 할당할 제공자 vDC 리소스의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할당 모델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델에 따라 일부 옵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션 작업

CPU 할당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최대 CPU 용량(GHz)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예약 풀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보장된 CPU 리소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보장할 CPU 리소스의 백분
율을 입력합니다. 보장 비율을 100% 미만으로 지정하면 리소스를 오버커
밋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 풀의 기본값은 50%이고, 선지급 모델의 기본값은 20%입
니다. 할당 풀 할당 모델의 경우 보장 비율에 따라 이 조직 vDC에 대해
커밋되는 CPU 할당 비율도 결정됩니다.

vCPU 속도 vCPU 속도(GHz)를 입력합니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
의 각 vCPU마다 이 속도의 GHz가 할당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
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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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작업

메모리 할당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최대 메모리 양(GB)을 입
력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예약 풀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보장된 메모리 리소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보장할 메모리 리소스의 백
분율을 입력합니다. 보장 비율을 100% 미만으로 지정하면 리소스를 오버
커밋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 풀의 기본값은 50%이고, 선지급 모델의 기본값은 20%
입니다. 할당 풀 할당 모델의 경우 보장 비율에 따라 이 조직의 vDC에 대
해 커밋되는 메모리 할당 비율도 결정됩니다.

최대 VM 수 조직 vDC에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상 시스템 수를 입력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예: 할당 모델 구성

조직 vDC를 만들면 vCloud Director에서는 지정된 할당 모델 설정을 기반으로 vSphere 리소스 풀을
만듭니다.

표 3-1.  할당 풀 설정이 리소스 풀 설정에 미치는 영향

할당 풀 설정 할당 풀 값 리소스 풀 설정 하위 리소스 풀 값
전체 하위 리소스 풀에서
이 조직 vDC에 커밋된 값

CPU 할당 25GHz CPU 제한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vCPU 수 합계와
vCPU 주파수를 곱한 값

해당 없음

CPU 보장 비율
(%)

10% CPU 예약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vCPU 수 합계와
vCPU 주파수와 CPU 보
장 비율을 곱한 값

2.5GHz

메모리 할당 50GB 메모리 제한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구성된 메모리 크기 합
계

해당 없음

메모리 보장 비율
(%)

20% 메모리 예약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구성된 메모리 크기 합
계와 메모리 보장 비율을
곱한 값

10GB

표 3-2.  선지급 설정이 리소스 풀 설정에 미치는 영향

선지급 설정 선지급 값 리소스 풀 설정 리소스 풀 값

CPU 보장 비율(%) 10% CPU 예약, CPU 제한 0.00GHz, 무제한

메모리 보장 비율(%) 100% 메모리 예약, 메모리 제한 0.00GB, 무제한

선지급 조직 vDC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리소스 풀에는 항상 예약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선지급 설정은 오
버커밋에만 영향을 줍니다. 100% 보장은 오버커밋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백분율이 낮을수록 높
은 수준의 오버커밋이 가능합니다.

표 3-3.  예약 풀 설정이 리소스 풀 설정에 미치는 영향

예약 풀 설정 예약 풀 값 리소스 풀 설정 리소스 풀 값

CPU 할당 25 GHz CPU 예약, CPU 제한 25GHz, 25GHz

메모리 할당 50GB 메모리 예약, 메모리 제한 50GB, 5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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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할당

조직 vDC에는 vApp 및 vApp 템플릿을 위한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씬 프로비저닝은 스토리지 초과 할당을 방지하고 스토리지 공간을 절약하는 데 유용합니다. 씬 가상 디스
크가 있는 가상 시스템의 경우 ESX/ESXi는 디스크의 현재 및 이후 작업에 필요한 전체 공간을 프로비저
닝합니다. ESX/ESXi는 디스크에서 초기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스토리지 공간만 커밋합니다.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면 특정 작업에 vSphere 연결된 클론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시스템의 빠른 프로비저닝,”(11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려면 vCenter Server 5.0 이상 및 ESXi 5.0 이상의 호스트가 필요합니
다. 조직 vDC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vDC에 ESX/ESXi 4.x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프로
비저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조직 vDC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vDC에 8개 이상의 호스트
에 연결된 VMFS 데이터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
터스토어는 최대 8개의 호스트에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할당할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2 할당할 스토리지 공간을 입력합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본 인스턴스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스토리지 프로파일이 지정되지 않은 모든 가상 시스템 프로비저닝 작업에 사용되는 기
본 스토리지 프로파일입니다.

4 (선택 사항)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씬 프로비저닝 사
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신속 프로비
저닝 사용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풀 및 서비스 선택

네트워크 풀은 vApp 네트워크와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의 그룹입니다.

프로시저

1 네트워크 풀을 선택하거나 없음을 선택합니다.

없음을 선택할 경우 나중에 네트워크 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이 네트워크 풀에서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최대 네트워크 수를 입력합니다.

3 (선택 사항) 사용할 수 있는 타사 또는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 중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할 각 항목
에 대해 사용을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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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게이트웨이 구성

하나 이상의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Edge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프로시저

1 (선택 사항) Edge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구성하려면 새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3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게이트웨이 구성을 선택합니다.

4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해 고가용성을 사용하려면 고가용성 사용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외부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IP 설정 구성을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사용할 IP 주소 집합을 할당하려면 IP 풀 하위 할당을 선택합니
다.

7 (선택 사항) 외부에서 연결된 인터페이스별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선택하려면 비율
제한 구성을 선택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구성

Edge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는 새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목록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2 기본 게이트웨이가 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DNS 릴레이에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십시오.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IP 설정 구성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 구성 중에 IP 설정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IP 주소를 지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동을 선택합니다.

2 수동으로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동안 IP 풀 하위 할당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외부 네트워크와 하위 할당할 IP 풀을 선택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38  VMware, Inc.



2 IP 풀 범위에 속하는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를 반복하여 하위 할당된 IP 풀 여러 개를 추가합니다.

3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의 IP 주소 범위를 수정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수정을 클
릭합니다.

4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을 제거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 구성 과정에서 비율 제한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비율 제한은 정적
바인딩이 적용된 분산 포트 그룹에서 지원하는 외부 네트워크에만 적용됩니다.

프로시저

1 비율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사용을 클릭합니다.

2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수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합니다.

3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발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
다.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

새 Edge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새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선택 사항) 이 새 Edge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이 가상 데이터센터를 위한 네트워크 만들기를 선택합
니다.

2 새 조직 vDC 네트워크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3 (선택 사항) 이 네트워크를 이 조직의 다른 vDC와 공유를 선택합니다.

4 조직 vDC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 및 네트워크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5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의 DNS 릴레이를 사용하려면 게이트웨이 DNS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게이트웨이가 DNS 릴레이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선택 사항) DNS를 사용하려면 DNS 설정을 입력합니다.

7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정적 IP 풀을 만듭니다.

여러 정적 IP 풀을 추가하려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이름 지정

설명이 포함된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제공하여 새 조직 vDC에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3장 조직 만들기 및 프로비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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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사항) 사용을 선택 해제합니다.

조직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vDC에 새 vApp가 배포되지 않습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 확인 및 조직 vDC 만들기

조직 vDC를 만들기 전에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조직 vDC에 대한 설정을 검토합니다.

2 (선택 사항) 설정을 수정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3 (선택 사항) 이 vDC에 대한 조직 vDC 네트워크를 즉시 만들려면 이 마법사가 종료된 후 이 조직에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를 선택합니다.

4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하고 조직 vDC를 만듭니다.

조직 vDC를 만들면 vCloud Director에서는 vSphere에 리소스 풀을 만들어 CPU 및 메모리 리소
스를 제공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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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탈로그 만들기 4
vApp 템플릿 또는 미디어 파일 집합을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
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vApp 템플릿 및 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카탈로그
항목을 빌드 블록으로 사용하여 고유한 vAp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게시하면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서 해당 카탈로그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
게 됩니다. 각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카탈로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카탈로그를 만들려면 먼저 카탈로그를 포함할 조직을 만들고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카탈로그 게시 사용,”(41 페이지)

n “게시된 카탈로그 만들기,”(42 페이지)

n “vApp 템플릿 업로드,”(42 페이지)

n “vSphere에서 vApp 템플릿 가져오기,”(43 페이지)

n “미디어 파일 업로드,”(43 페이지)

n “vSphere에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44 페이지)

n “카탈로그 게시,”(44 페이지)

카탈로그 게시 사용
조직의 카탈로그를 게시하려면 먼저 해당 조직에 대해 카탈로그 게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 게시 탭에서 모든 조직에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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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탈로그 만들기
업로드되거나 가져온 vApp 템플릿 및 미디어 파일을 포함하는 게시된 카탈로그를 만들어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여러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카탈로그에 대한 액세
스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카탈로그 게시를 허용하는 조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내 조직의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4 카탈로그 탭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5 카탈로그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모든 조직에 게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카탈로그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vApp 템플릿 업로드
OVF 패키지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vApp 템플릿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에서는 OVF 1.0과 OVF 1.1을 지원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OVF를 지원합니다.
배포 옵션이 포함된 OVF를 업로드할 경우 이러한 옵션은 vApp 템플릿에 유지됩니다.

파일을 수락하기 전에 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vCloud
Director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로드된 파일 격리,”(137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OVF 패키지를 업로드할 대상 조직에 카탈로그와 조직 vDC가 있어야 합니다.

n 업로드할 OVF 패키지가 있는 컴퓨터에 Java Plug-in 1.6.0_1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내 조직의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4 vApp 템플릿 탭에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5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OVF 패키지를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6 vApp 템플릿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7 조직 vDC 및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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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작업

vApp의 가상 시스템에 vSphere Tool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게스트 사용자 지정을 지원하려
면 vSphere Tools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vSphere에서 vApp 템플릿 가져오기
vSphere에서 가상 시스템을 가져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에 vApp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내 조직의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4 vApp 템플릿 탭에서 vSphere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5 vCenter Server와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6 vApp 템플릿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7 조직 vDC 및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8 가상 시스템을 카탈로그로 이동할지 복사할지를 선택합니다.

9 vApp 템플릿을 카탈로그에서 Gold Master로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vApp 템플릿을 Gold Master로 표시할 경우 이 정보는 vApp 템플릿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vApp의 가상 시스템에 vSphere Tool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게스트 사용자 지정을 지원하려
면 vSphere Tools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미디어 파일 업로드
ISO 또는 FLP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용자가 해당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수락하기 전에 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vCloud
Director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로드된 파일 격리,”(137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업로드할 미디어 파일이 있는 컴퓨터에 Java Plug-in 1.6.0_10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내 조직의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4장 게시된 카탈로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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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 탭에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5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미디어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6 미디어 파일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7 조직 vDC 및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vSphere에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vSphere 데이터스토어에서 미디어 파일을 가져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에 저장할 수 있
습니다.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있고, 미디어 파일이 포함된 데이터스토어와 해당 파일의 경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내 조직의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4 미디어 탭에서 vSphere에서 가져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5 미디어 파일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소스 vCenter Server 및 데이터스토어를 선택하고 미디어 파일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7 조직 vDC 및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카탈로그 게시
카탈로그를 게시하여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서 해당 vApp 템플릿 및 미디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카탈로그가 포함된 조직에서 카탈로그 게시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내 조직의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4 카탈로그 탭에서 카탈로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설정 게시를 선택합니다.

5 게시 탭에서 모든 조직에 게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카탈로그와 카탈로그의 모든 내용이 vCloud Directo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 대한 공개 카탈로그 아래
에 나타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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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5
제공자 vDC, 조직 vDC, 외부 네트워크, 조직 vDC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풀은 모두 클라우드 리소스로
간주됩니다. vCloud Director에 클라우드 리소스를 추가한 후 클라우드 리소스를 수정하고 클라우드 리
소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제공자 vDC 관리,”(45 페이지)

n “조직 vDC 관리,”(52 페이지)

n “외부 네트워크 관리,”(64 페이지)

n “Edge 게이트웨이 관리,”(65 페이지)

n “조직 vDC 네트워크 관리,”(83 페이지)

n “네트워크 풀 관리,”(96 페이지)

n “클라우드 셀 관리,”(97 페이지)

제공자 vDC 관리
제공자 vDC를 만든 후에는 해당 속성을 수정하고, 제공자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삭제하고,
ESX/ESXi 호스트 및 데이터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 vDC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제공자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제공자 vDC 리소스를 사용하는 조직 vDC가 만들어지지 않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vCloud Director에서는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조직 vDC
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실행 중인 vApp와 전원이 켜진 가상 시스템은 계속 실행되지만 vApp
또는 가상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거나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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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vDC 삭제

제공자 vDC를 삭제하여 vCloud Director에서 계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vSphere의 해당 리소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필수 조건

n 제공자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n 제공자 vDC를 사용하는 조직 vDC를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삭제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 이름 및 설명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제공자 vDC에 더 설명적인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새 이름 또는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름 및 설명 필드를 사용하여 제공자 v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예: vSphere HA)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공자 vDC 병합

둘 이상의 제공자 vDC를 단일 제공자 vDC에 병합하여 병합된 모든 제공자 vDC의 리소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다른 제공자 vDC를 병합할 대상 제공자 vDC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병합을 선택합니다.

3 이 제공자 vDC와 병합할 하나 이상의 제공자 vDC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제공자 vDC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제공자 vDC의 새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제공자 vDC가 이 제공자 vDC에 병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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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vDC 호스트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호스트에서 vApp가 시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이
미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호스트에서 유지 보수를 수행하려면 호스트에서 모든 vApp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모든 vApp를 중지하
고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4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사용 또는 호스트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vCloud Director가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의 호스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제공자 vDC 호스트 준비 또는 준비 취소

vCloud Director가 사용하는 vSphere 클러스터에 ESX/ESXi 호스트를 추가할 경우 호스트를 준비해
야 제공자 vDC에서 해당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환경에서 호스트를 제거하려
면 호스트 준비를 취소하면 됩니다.

한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을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SX/ESXi
호스트 간에 가상 시스템 이동,”(10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잠금 모드의 호스트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를 준비한 후에 잠금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필수 조건

호스트 준비를 취소하려면 먼저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4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준비 또는 호스트 준비 취소를 선택합니다.

vCloud Director가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의 호스트를 준비하거나 준비 취소합니다.

제공자 vDC 호스트의 ESX/ESXi 호스트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vCloud Director에서는 설치 환경의 각 ESX/ESXi 호스트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ESX/ESXi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는 ESX/ESXi 호스트 에이전트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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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에이전트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해당 호스트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에 영향
을 줍니다.

제공자 vDC ESX/ESXi 호스트 복구

ESX/ESXi 호스트의 vCloud Director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호스트 복구를 시도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4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복구를 선택합니다.

호스트가 복구됩니다. 이 작업은 해당 호스트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에 영향을 줍니다.

업그레이드된 제공자 vDC에서 vSphere VXLAN 사용

업그레이드된 제공자 vDC에서 vSphere VXLAN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제공자 vDC의 VXLAN 네트워
크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제공자 vDC에서 vSphere VXLAN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필수 조건

vCloud 환경에 맞게 VXLAN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hield Administrator's Guide(vShield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VXLAN 사용을 선택합니다.

제공자 vDC에 사용할 VXLAN 네트워크 풀이 생성됩니다. “VXLAN 네트워크 풀,”(26 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는 제공자 vDC에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 메트릭

각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의 다음 정보가 제공자 vDC의 데이터스토어 탭에 나타납니다.

표 5-1.  데이터스토어 메트릭

제목 설명

이름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의 이름입니다.

사용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확인 기
호가 나타납니다.

유형 데이터스토어에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유형으로,
VMFS(Virtual Machine File System) 또는
NFS(Network File Syste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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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데이터스토어 메트릭 (계속)

제목 설명

사용됨 로그 파일, 스냅샷, 가상 디스크를 포함하여 가상 시스템
파일로 점유되는 데이터스토어 공간입니다. 가상 시스템
의 전원이 켜지면 사용된 스토리지 공간에 로그 파일도 포
함됩니다.

프로비저닝됨 가상 시스템에 보장된 데이터스토어 공간입니다. 가상 시스
템에 씬 프로비저닝이 사용되는 경우 일부 프로비저닝된 공
간은 사용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가상 시스템이 사
용되지 않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요청됨 데이터스토어에서 vCloud Director로 관리되는 개체에
만 사용되는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입니다. vCloud
Director에서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일
부 요청된 공간은 사용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vCenter 데이터스토어에 연결된 vCenter Server입니다.

제공자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 추가

제공자 vDC에서 지원하는 조직 vDC의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자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추가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파일은 vSphere에서 생성되어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해당 vSphere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스토리지 프로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4 스토리지 프로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의 지원 기능이 추가됩니다.

후속 작업

제공자 vDC에서 지원하는 조직 vDC가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지원하도록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
직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 추가,”(6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공자 vDC에서 스토리지 프로파일의 메타데이터 편집

제공자 vDC에서 스토리지 프로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스토리지 프로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4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5 메타데이터를 적절히 편집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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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vDC에 리소스 풀 추가

제공자 vDC에서 제공하는 선지급 및 할당 풀 조직 vDC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공자 vDC에 리소스 풀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 리소스가 여러 리소스 풀에서 지원되는 경우 더 많은 가상 시스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만큼 리소스
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제공자 vDC의 기본 리소스 풀과 동일한 vCenter 데이터 센터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 풀이 하나 이상 있는
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리소스 풀 탭을 클릭합니다.

4 리소스 풀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추가할 리소스 풀을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에서 사용할 리소스 풀이 추가되어 해당 제공자 vDC에서 지원되는 모든 선지급 및 할당 풀
조직 vDC가 유연하게 됩니다.

또한 새 리소스 풀 아래에 시스템 vDC 리소스 풀이 추가됩니다. 이 리소스 풀은 연결된 클론의 템플릿으
로 사용되는 가상 시스템 및 vShield 가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시스템 vDC 리소스 풀을 편집
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제공자 vDC 리소스 풀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리소스 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제공자 vDC에서 리소스 풀의 메모리 및 컴퓨팅 리소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한 리소스 풀이 제공자 vDC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리소스 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
정해도 이미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서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리소스 풀 탭을 클릭합니다.

4 리소스 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에서 리소스 풀 분리

제공자 vDC에 둘 이상의 리소스 풀이 있는 경우 제공자 vDC에서 리소스 풀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1 제공자 vDC에서 리소스 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2 사용하도록 설정된 리소스 풀로 해당 리소스 풀의 가상 시스템을 모두 마이그레이션합니다.

3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리소스 풀의 영향을 받는 모든 네트워크를 재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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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리소스 풀의 영향을 받는 모든 Edge 게이트웨이를 재배포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을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리소스 풀 탭을 클릭합니다.

4 리소스 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분리를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의 리소스 풀 간에 가상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한 리소스 풀의 가상 시스템을 동일한 제공자 vDC의 다른 리소스 풀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가
상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여 최근에 추가한 리소스 풀을 채우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리소스 풀을
비우거나, 제공자 vDC의 리소스를 수동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풀 조직 vDC의 일부인 가상 시스템은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과 미디어는 별도로 데이
터스토어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제공자 vDC에 가상 시스템이 있는 리소스 풀 이외의 리소스 풀이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리소스 풀 탭을 클릭합니다.

4 리소스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5 가상 시스템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6 가상 시스템의 대상 리소스 풀을 선택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리소스 풀 자동 선택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 풀의 현재 리소스 밸런스를 기반으로 가상 시스
템의 대상 리소스 풀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리소스 풀 수동 선택 사용 가능한 리소스 풀의 목록에서 가상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할 대상 리
소스 풀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에 대한 디스크 공간 부족 경고 구성

데이터스토어가 사용 가능한 용량의 특정 임계값에 도달할 때 vCloud Director에서 보내는 e-메일을 받
을 수 있도록 데이터스토어에 대한 디스크 공간 부족 경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디스크 공
간 부족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스토어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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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스토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5 데이터스토어의 디스크 공간 임계값을 선택합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의 두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에서 e-메일 경고를 보내는 경
우 해당 메시지에서 이 중 초과된 임계값을 나타냅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의 임계값이 설정됩니다. 데이터스토어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vCloud Director에서 e-메일 경고를 보냅니다.

제공자 vDC 사용자에게 e-메일 알림 보내기

vApp 또는 미디어 파일과 같은 제공자 vDC의 개체를 소유한 모든 사용자에게 e-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e-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습
니다.

필수 조건

SMTP 서버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제공자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알림을 선택합니다.

3 e-메일 제목 및 메시지를 입력하고 e-메일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조직 vDC 관리
조직 vDC를 만든 후 해당 속성을 수정하고, 조직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삭제하고, 할당 모
델,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만들기

조직 vDC를 만들어 조직에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서 분할됩니다.
한 조직에 여러 개의 조직 vDC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조직에 리소스를 할당하려면 제공자 vDC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새 조직 vDC 마법사 열기(53 페이지)

새 조직 vDC 마법사를 열어 조직 vDC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vDC의 조직 선택(53 페이지)

조직 vDC를 만들어 vCloud Director 시스템의 조직에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는 두
개 이상의 조직 vDC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공자 vDC 선택(54 페이지)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서 계산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조직 vDC는 이러한 리소스
를 조직의 vApp 및 가상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4 할당 모델 선택(55 페이지)

할당 모델은 관리자가 할당한 제공자 vDC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가 조직 vDC에 커밋되는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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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당 모델 구성(56 페이지)

할당 모델을 구성하여 조직 vDC에 할당할 제공자 vDC 리소스의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스토리지 할당(58 페이지)

조직 vDC에는 vApp 및 vApp 템플릿을 위한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공자 vDC 데이터스
토어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7 네트워크 풀 및 서비스 선택(58 페이지)

네트워크 풀은 vApp 네트워크와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별되지 않은 네
트워크의 그룹입니다.

8 Edge 게이트웨이 구성(58 페이지)

하나 이상의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Edge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9 외부 네트워크 구성(59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10 새 Edge 게이트웨이의 IP 설정 구성(59 페이지)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1 새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59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12 새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60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13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60 페이지)

새 Edge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4 조직 vDC 이름 지정(60 페이지)

설명이 포함된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제공하여 새 조직 vDC에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5 설정 확인 및 조직 vDC 만들기(61 페이지)

조직 vDC를 만들기 전에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조직 vDC 마법사 열기

새 조직 vDC 마법사를 열어 조직 vDC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조직 vDC의 조직 선택

조직 vDC를 만들어 vCloud Director 시스템의 조직에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는 두 개 이
상의 조직 vDC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조직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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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vDC 선택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서 계산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조직 vDC는 이러한 리소스를 조
직의 vApp 및 가상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프로시저

1 제공자 vDC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자 vDC 목록에 표시되고, 선택한 제공자 v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네트워크 목록에 표시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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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모델 선택

할당 모델은 관리자가 할당한 제공자 vDC 계산 및 메모리 리소스가 조직 vDC에 커밋되는 방식 및 시기
를 결정합니다.

프로시저

1 할당 모델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할당 풀 제공자 vDC에서 할당한 일정 비율의 리소스만 조직 vDC에 커밋됩니다.
CPU와 메모리 모두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장 비율
요소라고도 하며, 이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오버커밋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5.1부터 기본적으로 할당 풀 조직 vDC를 유연하게 구
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 vDC는 제공자 vDC에 연결된 리소스
풀 전체에 걸쳐 해당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CPU 주
파수는 이제 할당 풀의 필수 매개 변수가 되었습니다.

CPU가 병목 현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직 vDC에 충분한 수의 가상
시스템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vCPU 주파수와 보장 비율 요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상 시스템이 만들어진 경우 배치 엔진은 가상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가
장 적합한 제공자 vDC 리소스 풀에 해당 가상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제공
자 vDC 리소스 풀 아래에 이 조직 vDC에 대한 하위 리소스 풀이 만들어
지고 가상 시스템은 해당 하위 리소스 풀 아래에 배치됩니다.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배치 엔진은 제공자 vDC 리소스 풀을 검사하
여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켤 정도의 용량을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충분
한 용량이 없는 경우 배치 엔진은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리소
스가 있는 제공자 vDC 리소스 풀로 가상 시스템을 이동합니다. 조직 vDC
에 하위 리소스 풀이 없으면 하위 리소스 풀이 만들어집니다.

하위 리소스 풀은 새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리소스를 보유하도
록 구성됩니다. 하위 리소스 풀의 메모리 제한은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메
모리 크기만큼 상승하고, 메모리 예약은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메모리 크
기와 조직 vDC의 보장 비율 요소를 곱한 값만큼 높아집니다. 하위 리소
스 풀의 CPU 제한은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vCPU 수와 조직 vDC 수준
에 지정된 vCPU 주파수를 곱한 값만큼 상승하고, CPU 예약은 가상 시스
템에 구성된 vCPU 수와 조직 vDC 수준에 지정된 vCPU와 조직 vDC 수
준에 설정된 CPU 집합의 보장 비율 요소를 곱한 값만큼 높아집니다. 가
상 시스템의 메모리와 CPU 예약이 0으로 설정되도록 재구성된 후 가상
시스템이 배치됩니다.

할당 풀 모델의 이점은 가상 시스템이 동일한 하위 리소스 풀에 있는 유
휴 가상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델은 제공자 vDC
에 추가한 새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원래 리소스 풀의 리소스가 부족하면 가상 시스템은 만
들 때 할당되었던 리소스 풀에서 전원이 켜진 다른 리소스 풀로 전환됩니
다. 이때 가상 시스템의 디스크 파일을 새 리소스 풀로 이동하는 데 약간
의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사용자가 조직 vDC에서 vApp를 만들 때만 리소스가 커밋됩니다. 리소
스 오버커밋이 가능하도록 보장 리소스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
자 vDC에 여러 개의 리소스 풀을 추가하면 선지급 조직 vDC를 유연하
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커밋된 리소스는 가상 시스템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면 배치 엔진은 리소스 풀을 확인한 후, 원래
리소스 풀이 가상 시스템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상 시스템을 다른 리
소스 풀에 할당합니다. 리소스 풀에 하위 리소스 풀이 없는 경우 vCloud
Director가 무제한 및 제로 비율의 하위 리소스 풀을 만듭니다. 가상 시스
템의 비율은 가상 시스템의 제한과 가상 시스템의 커밋된 리소스를 곱한
값으로 설정되고 가상 시스템이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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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선지급 모델의 이점은 제공자 vDC에 추가된 새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원래 리소스 풀의 리소스가 부족하면 가상 시스템은 만
들 때 할당되었던 리소스 풀에서 전원이 켜진 다른 리소스 풀로 전환됩니
다. 이때 가상 시스템의 디스크 파일을 새 리소스 풀로 이동하는 데 약간
의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모델에서는 미리 예약된 리소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소스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로 운영되는 가상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하위 리소스 풀에 있는 유
휴 가상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리소스가 가상 시
스템 수준에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약 풀 할당하는 모든 리소스가 조직 vDC에 즉시 커밋됩니다. 조직의 사용자가
개별 가상 시스템에 대한 예약, 제한 및 우선 순위 설정을 지정하여 오버
커밋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하나의 리소스 풀과 하나의 하위 리소스 풀만 있기 때문에 배
치 엔진은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진 경우 가상 시스템의 리소스 풀을 다
시 할당하지 않습니다. 가상 시스템의 비율 및 제한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리소스 풀 모델에서 소스는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은 또한 가상 시스템 비율, 제한 및 공유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계획하면 예약된 리소스의 활용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
다.

이 모델에서 예약은 항상 기본 클러스터에서 수행됩니다. 기본 클러스터에
서 리소스가 부족하여 조직 vDC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조직 vDC 만들기
가 실패합니다.

이 모델의 다른 제한 사항은 모델이 유연하지 않다는 점과 조직 사용자가
가상 시스템의 공유, 비율 및 제한을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지 못할 수 있
으므로 리소스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배치 엔진 및 가상 시스템 공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할당 모델 구성

할당 모델을 구성하여 조직 vDC에 할당할 제공자 vDC 리소스의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할당 모델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델에 따라 일부 옵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션 작업

CPU 할당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최대 CPU 용량(GHz)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예약 풀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보장된 CPU 리소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보장할 CPU 리소스의 백분
율을 입력합니다. 보장 비율을 100% 미만으로 지정하면 리소스를 오버커
밋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 풀의 기본값은 50%이고, 선지급 모델의 기본값은 20%입
니다. 할당 풀 할당 모델의 경우 보장 비율에 따라 이 조직 vDC에 대해
커밋되는 CPU 할당 비율도 결정됩니다.

vCPU 속도 vCPU 속도(GHz)를 입력합니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
의 각 vCPU마다 이 속도의 GHz가 할당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
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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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작업

메모리 할당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최대 메모리 양(GB)을 입
력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예약 풀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보장된 메모리 리소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보장할 메모리 리소스의 백
분율을 입력합니다. 보장 비율을 100% 미만으로 지정하면 리소스를 오버
커밋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 풀의 기본값은 50%이고, 선지급 모델의 기본값은 20%
입니다. 할당 풀 할당 모델의 경우 보장 비율에 따라 이 조직의 vDC에 대
해 커밋되는 메모리 할당 비율도 결정됩니다.

최대 VM 수 조직 vDC에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상 시스템 수를 입력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예: 할당 모델 구성

조직 vDC를 만들면 vCloud Director에서는 지정된 할당 모델 설정을 기반으로 vSphere 리소스 풀을
만듭니다.

표 5-2.  할당 풀 설정이 리소스 풀 설정에 미치는 영향

할당 풀 설정 할당 풀 값 리소스 풀 설정 하위 리소스 풀 값
전체 하위 리소스 풀에서
이 조직 vDC에 커밋된 값

CPU 할당 25GHz CPU 제한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vCPU 수 합계와
vCPU 주파수를 곱한 값

해당 없음

CPU 보장 비율
(%)

10% CPU 예약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vCPU 수 합계와
vCPU 주파수와 CPU 보
장 비율을 곱한 값

2.5GHz

메모리 할당 50GB 메모리 제한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구성된 메모리 크기 합
계

해당 없음

메모리 보장 비율
(%)

20% 메모리 예약 연결된 모든 가상 시스템
의 구성된 메모리 크기 합
계와 메모리 보장 비율을
곱한 값

10GB

표 5-3.  선지급 설정이 리소스 풀 설정에 미치는 영향

선지급 설정 선지급 값 리소스 풀 설정 리소스 풀 값

CPU 보장 비율(%) 10% CPU 예약, CPU 제한 0.00GHz, 무제한

메모리 보장 비율(%) 100% 메모리 예약, 메모리 제한 0.00GB, 무제한

선지급 조직 vDC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리소스 풀에는 항상 예약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선지급 설정은 오
버커밋에만 영향을 줍니다. 100% 보장은 오버커밋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백분율이 낮을수록 높
은 수준의 오버커밋이 가능합니다.

표 5-4.  예약 풀 설정이 리소스 풀 설정에 미치는 영향

예약 풀 설정 예약 풀 값 리소스 풀 설정 리소스 풀 값

CPU 할당 25 GHz CPU 예약, CPU 제한 25GHz, 25GHz

메모리 할당 50GB 메모리 예약, 메모리 제한 50GB, 5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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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할당

조직 vDC에는 vApp 및 vApp 템플릿을 위한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공자 vDC 데이터스토어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씬 프로비저닝은 스토리지 초과 할당을 방지하고 스토리지 공간을 절약하는 데 유용합니다. 씬 가상 디스
크가 있는 가상 시스템의 경우 ESX/ESXi는 디스크의 현재 및 이후 작업에 필요한 전체 공간을 프로비저
닝합니다. ESX/ESXi는 디스크에서 초기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스토리지 공간만 커밋합니다.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면 특정 작업에 vSphere 연결된 클론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시스템의 빠른 프로비저닝,”(11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려면 vCenter Server 5.0 이상 및 ESXi 5.0 이상의 호스트가 필요합니
다. 조직 vDC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vDC에 ESX/ESXi 4.x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프로
비저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조직 vDC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vDC에 8개 이상의 호스트
에 연결된 VMFS 데이터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
터스토어는 최대 8개의 호스트에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할당할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2 할당할 스토리지 공간을 입력합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본 인스턴스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스토리지 프로파일이 지정되지 않은 모든 가상 시스템 프로비저닝 작업에 사용되는 기
본 스토리지 프로파일입니다.

4 (선택 사항)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씬 프로비저닝 사
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신속 프로비
저닝 사용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풀 및 서비스 선택

네트워크 풀은 vApp 네트워크와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의 그룹입니다.

프로시저

1 네트워크 풀을 선택하거나 없음을 선택합니다.

없음을 선택할 경우 나중에 네트워크 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이 네트워크 풀에서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최대 네트워크 수를 입력합니다.

3 (선택 사항) 사용할 수 있는 타사 또는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 중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할 각 항목
에 대해 사용을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 구성

하나 이상의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Edge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프로시저

1 (선택 사항) Edge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구성하려면 새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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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3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게이트웨이 구성을 선택합니다.

4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해 고가용성을 사용하려면 고가용성 사용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외부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IP 설정 구성을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사용할 IP 주소 집합을 할당하려면 IP 풀 하위 할당을 선택합니
다.

7 (선택 사항) 외부에서 연결된 인터페이스별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선택하려면 비율
제한 구성을 선택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구성

Edge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는 새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목록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2 기본 게이트웨이가 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DNS 릴레이에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십시오.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IP 설정 구성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 구성 중에 IP 설정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IP 주소를 지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동을 선택합니다.

2 수동으로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동안 IP 풀 하위 할당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외부 네트워크와 하위 할당할 IP 풀을 선택합니다.

2 IP 풀 범위에 속하는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를 반복하여 하위 할당된 IP 풀 여러 개를 추가합니다.

3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의 IP 주소 범위를 수정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수정을 클
릭합니다.

4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을 제거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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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 구성 과정에서 비율 제한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비율 제한은 정적
바인딩이 적용된 분산 포트 그룹에서 지원하는 외부 네트워크에만 적용됩니다.

프로시저

1 비율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사용을 클릭합니다.

2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수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합니다.

3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발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
다.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

새 Edge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새 Edge 게이트웨이 만들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선택 사항) 이 새 Edge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이 가상 데이터센터를 위한 네트워크 만들기를 선택합
니다.

2 새 조직 vDC 네트워크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3 (선택 사항) 이 네트워크를 이 조직의 다른 vDC와 공유를 선택합니다.

4 조직 vDC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 및 네트워크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5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의 DNS 릴레이를 사용하려면 게이트웨이 DNS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게이트웨이가 DNS 릴레이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선택 사항) DNS를 사용하려면 DNS 설정을 입력합니다.

7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정적 IP 풀을 만듭니다.

여러 정적 IP 풀을 추가하려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이름 지정

설명이 포함된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제공하여 새 조직 vDC에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2 (선택 사항) 사용을 선택 해제합니다.

조직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vDC에 새 vApp가 배포되지 않습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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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확인 및 조직 vDC 만들기

조직 vDC를 만들기 전에 입력한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조직 vDC에 대한 설정을 검토합니다.

2 (선택 사항) 설정을 수정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3 (선택 사항) 이 vDC에 대한 조직 vDC 네트워크를 즉시 만들려면 이 마법사가 종료된 후 이 조직에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를 선택합니다.

4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하고 조직 vDC를 만듭니다.

조직 vDC를 만들면 vCloud Director에서는 vSphere에 리소스 풀을 만들어 CPU 및 메모리 리소
스를 제공합니다.

조직 vDC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조직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다른 vApp 및 가상 시스템에서 해당 vDC의 계산 및 스토리지 리
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vApp와 전원이 켜진 가상 시스템은 계속 실행되지
만 vApp 또는 가상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거나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조직 vDC 삭제

조직 vDC를 삭제하여 조직에서 계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스 제공자 vDC
의 해당 리소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필수 조건

조직 vD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모든 vApp, vApp 템플릿 및 미디어를 이동하거나 삭제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조직 vDC 속성

기존 조직 vDC에서 vDC 이름 및 설명, 할당 모델 설정, 스토리지 설정, 네트워크 설정 등의 속성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vDC 이름 및 설명 수정(62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 vDC에 더 의미 있는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vDC 할당 모델 설정 편집(62 페이지)

조직 vDC의 할당 모델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직 vDC를 만들 때 지정한 할당 모델의 일부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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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조직 vDC 스토리지 설정 편집(63 페이지)

조직 vDC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후 조직 vDC에 소스 제공자 vDC의 추가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에 대해 씬 프로비저닝과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n 조직 vDC 네트워크 설정 편집(63 페이지)

조직 vDC의 프로비저닝되는 최대 네트워크 수와 네트워크가 프로비저닝되는 소스 네트워크 풀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이름 및 설명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 vDC에 더 의미 있는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할 수 있
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새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름 및 설명 필드를 사용하여 조직 v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vSphere 기능(예: vSphere HA)을 나
타낼 수 있습니다.

조직 vDC 할당 모델 설정 편집

조직 vDC의 할당 모델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직 vDC를 만들 때 지정한 할당 모델의 일부 설정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할당 탭에서 새 할당 모델 설정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옵션 작업

CPU 할당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최대 CPU 용량(GHz)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예약 풀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보장된 CPU 리소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보장할 CPU 리소스의 백분
율을 입력합니다. 보장 비율을 100% 미만으로 지정하면 리소스를 오버커
밋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PU 속도 vCPU 속도(GHz)를 입력합니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
의 각 vCPU마다 이만큼의 GHz가 할당됩니다. 이 옵션은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할당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최대 메모리 양(GB)을 입
력합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예약 풀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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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작업

보장된 메모리 리소스 조직 vDC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보장할 메모리 리소스의 백
분율을 입력합니다. 보장 비율을 100% 미만으로 지정하면 리소스를 오버
커밋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할당 풀 및 선지급 할당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VM 수 조직 vDC에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상 시스템 수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현재 시점 이후에 시작되는 vApp에만 적용되고 이미 실행 중인 vApp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행 중인 모든 vApp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vCloud Director에서 이 조직
vDC에 대해 보고하는 사용량 정보에 새 설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직 vDC 스토리지 설정 편집

조직 vDC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후 조직 vDC에 소스 제공자 vDC의 추가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에 대해 씬 프로비저닝과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려면 vCenter Server 5.0 이상 및 ESXi 5.0 이상의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조
직 vDC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vDC에 ESX/ESXi 4.x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프로비저닝
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빠른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시스템의 빠른 프로
비저닝,”(11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4 (선택 사항)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씬 프로비저닝 사용
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조직 vDC의 가상 시스템에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신속 프로비저닝
사용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설정 편집

조직 vDC의 프로비저닝되는 최대 네트워크 수와 네트워크가 프로비저닝되는 소스 네트워크 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풀 탭을 클릭합니다.

4 (선택 사항) 드롭다운 메뉴에서 네트워크 풀을 선택하거나 없음을 선택합니다.

없음을 선택할 경우 나중에 네트워크 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선택 사항) 조직이 네트워크 풀에서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최대 네트워크 수를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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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 추가

제공자 vDC에 있는 가상 시스템의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
일을 추가합니다.

필수 조건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프로파일이 조직 vDC를 지원하는 제공자 vDC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제공자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 추가,”(4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스토리지 프로파일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에 스토리지 프로파일의 지원 기능이 추가됩니다.

외부 네트워크 관리
외부 네트워크를 만든 후 해당 이름, 설명 및 네트워크 규격을 수정하거나, IP 주소 풀에 IP 주소를 추가하
거나, 네트워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이름 및 설명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외부 네트워크에 더 설명적인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2 외부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이름 및 설명 탭에서 새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규격 수정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규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2 외부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규격 탭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마스크나 기본 게이트웨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넷마스크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외부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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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네트워크 IP 풀에 IP 주소 추가

외부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부족할 경우 해당 IP 풀에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2 외부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규격 탭의 텍스트 상자에 IP 주소나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삭제

외부 네트워크를 삭제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외부 네트워크를 삭제하려면 먼저 해당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Edge 게이트웨이와 조직 vDC 네트워
크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2 외부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네트워크 삭제를 선택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 관리
Edge 게이트웨이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로드 밸런
싱, 네트워크 주소 변환, 방화벽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dge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려면 vShield Edge 5.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hiel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dge 게이트웨이 추가

Edge 게이트웨이는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에 라우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조건

vShield 5.1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새 Edge 게이트웨이 마법사 열기(66 페이지)

새 Edge 게이트웨이 마법사를 열어 조직 vDC에 Edge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새 Edge 게이트웨이의 게이트웨이 및 IP 구성 옵션 선택(66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하나 이상의 물리적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새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외부 네트워크 선택(67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4 새 Edge 게이트웨이의 IP 설정 구성(67 페이지)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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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67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6 새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67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7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 및 설명 구성(68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8 새 Edge 게이트웨이의 구성 검토(68 페이지)

추가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전에 Edge 게이트웨이의 구성을 검토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 마법사 열기

새 Edge 게이트웨이 마법사를 열어 조직 vDC에 Edge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
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 마법사가 열립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게이트웨이 및 IP 구성 옵션 선택

Edge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하나 이상의 물리적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게이트웨이 구성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압축 메모리와 컴퓨터 리소스를 더 적게 사용합니다.

전체 늘어난 용량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2 (선택 사항)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해 고가용성을 사용하려면 고가용성 사용을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외부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IP 설정 구성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사용할 IP 주소 집합을 할당하려면 IP 풀 하위 할당을 선택합니
다.

5 (선택 사항) 외부에서 연결된 인터페이스별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선택하려면 비율
제한 구성을 선택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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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외부 네트워크 선택

Edge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프로시저

1 목록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2 기본 게이트웨이가 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DNS 릴레이에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십시오.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IP 설정 구성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 구성 중에 IP 설정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IP 주소를 지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동을 선택합니다.

2 수동으로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동안 IP 풀 하위 할당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외부 네트워크와 하위 할당할 IP 풀을 선택합니다.

2 IP 풀 범위에 속하는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를 반복하여 하위 할당된 IP 풀 여러 개를 추가합니다.

3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의 IP 주소 범위를 수정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수정을 클
릭합니다.

4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을 제거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게이트웨이 구성 과정에서 비율 제한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비율 제한은 정적
바인딩이 적용된 분산 포트 그룹에서 지원하는 외부 네트워크에만 적용됩니다.

프로시저

1 비율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사용을 클릭합니다.

2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수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합니다.

3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발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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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 및 설명 구성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Edge 게이트웨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선택 사항)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 Edge 게이트웨이의 구성 검토

추가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전에 Edge 게이트웨이의 구성을 검토합니다.

프로시저

1 새 Edge 게이트웨이의 설정을 검토하여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2 (선택 사항) 변경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3 마침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성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해 DHCP, 방화벽,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및 VPN과 같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 관리자도 해당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해 일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dge 게이트웨이의 DHCP 구성

관련된 조직 vDC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 시스템에 DHC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Edge 게이트웨이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DHC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DHCP 탭을 클릭하고 DHCP 사용을 선택합니다.

5 추가를 클릭하고 IP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6 기본 임대 기간과 최대 임대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DHC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Edge 게이트웨이가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DHCP를 사용하는 Edge 게이트웨이의 DNS 설정이 변경되면 Edge 게이트웨이는 더 이상 DHC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려면 Edge 게이트웨이에서 DHCP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
정했다가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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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게이트웨이에 소스 NAT 규칙 추가

소스 NAT 규칙은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나 외부 네트워크로 보내는 조직 vDC의 발신 패킷에 대한 소
스 IP 주소를 변환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NAT 탭을 클릭하고 SNAT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적용 대상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규칙을 적용할 조직 vDC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6 이 규칙을 적용할 원래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원래(내부) 소스 IP/범위 텍스트 상자에 입력합니
다.

7 변환된(외부) 소스 IP/범위 텍스트 상자에 발신 패킷의 주소가 변환될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
력합니다.

8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발신 패킷의 IP 주소가 소스 NAT 규칙의 규격에 따라 변환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대상 NAT 규칙 추가

대상 NAT 규칙은 다른 조직의 vDC 네트워크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와서 조직 vDC 네트워크가 수신하
는 패킷의 포트 및 IP 주소를 변환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NAT 탭을 클릭하고 DNAT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적용 대상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규칙을 적용할 외부 네트워크 또는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를 선택
합니다.

6 이 규칙을 적용할 원래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원래(외부) IP/범위 텍스트 상자에 입력합니다.

7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규칙을 적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모든 프로토콜에 이 규칙을 적용하려면 어떤을 선택합니다.

8 (선택 사항) 이 규칙을 적용할 원래 포트를 선택합니다.

9 (선택 사항) 이 규칙을 IMCP에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할 IMCP 유형을 선택합니다.

10 변환된(내부) IP/범위 텍스트 상자에 변환할 인바운드 패킷의 대상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
합니다.

11 (선택 사항) 변환된 포트 드롭다운 메뉴에서 변환할 인바운드 패킷의 포트를 선택합니다.

12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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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IP 주소와 포트가 대상 NAT 규칙의 규격에 따라 변환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방화벽 구성

Edge 게이트웨이는 수신 및 발신 세션에 대해 방화벽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트래픽을 거부하거나 허용하도록 기본 방화벽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여 규칙에 일치하는 트래픽만 방화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설정된 기본값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방화벽 규칙 추가,”
(7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Edge 게이트웨이 방화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방화벽 탭을 클릭하고 방화벽 사용을 선택하여 방화벽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선택을 해제
하여 방화벽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5 기본 방화벽 동작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거부 방화벽 규칙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허용 방화벽 규칙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6 (선택 사항) 기본 방화벽 동작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록하려면 로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을 지원하는 Edge 게이트웨이에 방화벽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해당 규칙과 일
치하는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적용하려면 Edge 게이트웨이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방화벽 구성,”(7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dge 게이트웨이에 새 방화벽 규칙을 추가할 경우 해당 규칙은 방화벽 규칙 목록의 맨 아래에 표시됩니
다. 방화벽 규칙의 적용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방화벽
규칙 순서 바꾸기,”(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방화벽 규칙을 Edge 게이트웨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방화벽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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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원래 IP 주소가 아닌 변환된 IP 주소를 기준으로 규칙 검사를 수행하려면 변환된 IP에 대
해 규칙 일치를 선택하고 이 규칙을 적용할 트래픽 방향을 선택합니다.

7 트래픽의 소스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IP 주소 이 규칙을 적용할 소스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범위 이 규칙을 적용할 소스 IP 주소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CIDR 이 규칙을 적용할 트랙픽의 CIDR 표기법을 입력합니다.

내부 이 규칙을 모든 내부 트래픽에 적용합니다.

외부 이 규칙을 모든 외부 트래픽에 적용합니다.

어떤 모든 소스에서 오는 트래픽에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8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규칙을 적용할 소스 포트를 선택합니다.

9 트래픽의 대상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IP 주소 이 규칙을 적용할 대상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범위 이 규칙을 적용할 대상 IP 주소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CIDR 이 규칙을 적용할 트랙픽의 CIDR 표기법을 입력합니다.

내부 이 규칙을 모든 내부 트래픽에 적용합니다.

외부 이 규칙을 모든 외부 트래픽에 적용합니다.

어떤 모든 대상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10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규칙을 적용할 대상 포트를 선택합니다.

11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규칙을 적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12 동작을 선택합니다.

방화벽 규칙은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3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4 (선택 사항) 방화벽 규칙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로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vCloud Director는 이 규칙의 영향을 받는 연결에 대한 로그 이벤트
를 syslog 서버로 보냅니다. 각 syslog 메시지에는 논리 네트워크 및 조직 UUID가 포함됩니다.

15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방화벽 규칙 순서 바꾸기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 목록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이 목록의 규칙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새로 추가된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 규칙 목록의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새 규칙을 기
존 규칙보다 먼저 적용하려면 규칙의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방화벽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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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화벽 규칙을 끌어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를 설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VPN 사용

Edge 게이트웨이로 지원되는 조직 vDC에 VPN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이러한 조직 vDC 네트워크 중
하나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보안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는 Edge 게이트웨이로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와, 동일한 조직의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 및 원격 네트워크 사이에 VPN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VPN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VPN 사용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공개 IP 구성을 클릭하고 공개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Edge 게이트웨이로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 VPN 터널을 만듭니다.

외부 네트워크의 공개 IP 구성

Edge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공개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공개 IP 구성을 클릭합니다.

5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공개 IP 주소로 사용할 IP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의 VPN 터널 구성

동일한 조직의 조직 vDC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조직의 조직 vDC 네트워크 간 그리고 조직 vDC 네트워
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에 VPN 터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동일한 두 Edge 게이트웨이 간에 여러 VPN 터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게이
트웨이 사이에 터널이 이미 있는 경우 터널에 다른 서브넷을 추가하려면 기존 VPN 터널을 삭제하고 새 서
브넷을 포함하는 새 터널을 생성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의 VPN 터널 만들기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와 동일한 조직 내의 다른 조직 vDC 간에 VPN 터
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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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끝점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IP 프로토콜 및 UDP 포트를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n IP 프로토콜 ID 50(ESP)

n IP 프로토콜 ID 51(AH)

n UDP 포트 500(IKE)

n UDP 포트 4500

필수 조건

조직 내에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가 두 개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네트워크 중 하나는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고 두 조직 vDC 네트워크 모두 VPN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
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조직의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로컬 및 피어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7 터널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피어 네트워크 끝점이 구성됩니다.

조직 간 VPN 터널 만들기

서로 다른 조직의 두 조직 vDC 네트워크 간에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조직이 속한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 모두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 끝점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IP 프로토콜 및 UDP 포트를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n IP 프로토콜 ID 50(ESP)

n IP 프로토콜 ID 51(AH)

n UDP 포트 500(IKE)

n UDP 포트 4500

필수 조건

n 각 조직에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의 IP 서브넷은 겹치지
않아야 하고 사이트 간 VPN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n vShield Manager 5.1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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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른 조직의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7 다른 조직에 연결을 클릭하고 피어 조직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vCloud URL 피어 조직이 포함된 vCloud 인스턴스의 기본 URL입니다(예:
https://www.example.com). URL에 /cloud 또는 /cloud/org/orgname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조직 조직 URL에서 고유 식별자로 사용되는 조직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조
직 URL이 https://www.example.com/cloud/org/myOrg인 경우 myOrg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조직에 액세스할 수 있는 조직 관리자나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입니
다.

암호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암호입니다.
 

8 피어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9 터널 설정을 검토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두 피어 네트워크 끝점이 구성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원격 네트워크로 VPN 터널 만들기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와 원격 네트워크 간에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 끝점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IP 프로토콜 및 UDP 포트를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n IP 프로토콜 ID 50(ESP)

n IP 프로토콜 ID 51(AH)

n UDP 포트 500(IKE)

n UDP 포트 4500

필수 조건

IPSec를 사용하는 라우팅된 원격 네트워크와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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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격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7 로컬 조직 vDC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8 피어 설정을 입력합니다.

9 터널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피어 네트워크 끝점이 구성됩니다.

후속 작업

원격 피어 네트워크 끝점을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VPN 터널의 피
어 설정 표시,”(7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VPN 터널의 피어 설정 표시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VPN 터널을 만든 후 VPN 터널의 피어 설정을 표시하고 해당 설정에 따라 원격 네
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원격 네트워크에 VPN 터널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원격 네트워크로 VPN 터널 만들기,”(7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합니다.

5 피어 설정을 표시할 VPN 터널을 선택하고 피어 설정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 원격 네트워크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피어 설정이 표시됩니다.

후속 작업

원격 네트워크에서 표시된 피어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VPN 설정 편집

기존 VPN 터널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Edge 게이트웨이에 VPN 터널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의 VPN 터널 구성,”
(7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합니다.

5 피어 설정을 표시할 VPN 터널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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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정을 적절히 수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서 정적 라우팅 사용

Edge 게이트웨이에서 정적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정적 라
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정적 경로를 추가하여 Edge 게이트웨이로 지원되는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트래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정적 라우팅 탭에서 정적 라우팅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정적 경로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일한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정
적 경로 추가,”(90 페이지) 및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정적 경
로 추가,”(9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dge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 관리

Edge 게이트웨이는 TCP, HTTP 및 HTTPS 트래픽에 대해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드 밸런싱을 적용할 외부나 공개 IP 주소를 내부 서버의 집합에 매핑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외부 IP 주소
에서 TCP, HTTP 또는 HTTPS 요청을 수락하고 어느 내부 서버를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포트 809는
TCP의 기본 수신 포트이고, 포트 80은 HTTP의 기본 포트이며 포트 443은 HTTPS의 기본 포트입니
다.

n Edge 게이트웨이에 풀 서버 추가(76 페이지)

백엔드 서버를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목적으로 풀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풀은 상태 확인 모니터 및 로드 밸런서 분산 방법을 관리합니다.

n 풀 서버 설정 편집(78 페이지)

기존 풀 서버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n 풀 서버 삭제(78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서버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n Edge 게이트웨이에 가상 서버 추가(79 페이지)

가상 서버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서버의 클러스터에 구축된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갖춘 서버입니다.

n 가상 서버 설정 편집(79 페이지)

기존 가상 서버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n 가상 서버 삭제(80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가상 서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풀 서버 추가

백엔드 서버를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목적으로 풀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풀은
상태 확인 모니터 및 로드 밸런서 분산 방법을 관리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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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로드 밸런서 탭에서 풀 서버를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풀 서버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지원할 각 서비스에 대해 사용을 클릭합니다.

7 사용하도록 설정한 각 서비스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에서 밸런싱 방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IP 해시 각 패킷에 대해 소스 및 대상 IP 주소의 해시를 기반으로 서버를 선택합니
다.

라운드 로빈 각 서버는 할당된 가중치에 따라 차례로 사용됩니다. 이는 서버의 처리 시
간이 균등하게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가장 유연하고 효과적인 알고
리즘입니다.

URI URI의 왼쪽 부분(따옴표 이전)은 해시 처리하고 실행 서버의 총 가중치
로 나눕니다. 결과값에 따라 요청을 수신할 서버가 지정됩니다. 따라서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서버가 없는 한 URI를 통해 항상 동일한 서버
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최소 연결 서버에 이미 연결된 수에 기반하여 여러 서버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분산합
니다. 새로운 연결은 연결 수가 가장 적은 서버로 보내집니다.

 

8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설정한 각 서비스의 기본 포트를 변경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필요한 경우 이 풀에서 지원할 각 서비스의 모니터 포트를 변경합니다.

11 드롭다운 메뉴에서 각 서비스의 상태 확인 모드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SL SSLv3 클라이언트의 Hello 메시지를 사용하여 서버를 테스트합니다. 응
답에 서버의 Hello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에만 서버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HTTP GET 및 기본 방법은 서버 상태를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직 2xx 및
3xx 응답만 유효합니다. 응답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응답은 서버
실패를 나타냅니다.

TCP TCP 연결을 확인합니다.
 

12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기본 상태 확인 매개 변수를 변경합니다.

옵션 설명

간격 서버를 ping하는 간격입니다.

시간 초과 서버로부터 응답을 수신해야 하는 시간 제한입니다.

정상 임계값 서버가 운영 상태로 선언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연속 상태 확인 성공 횟수
입니다.

비정상 임계값 서버가 중단 상태로 선언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연속 상태 확인 실패 횟수
입니다.

 

13 HTTP의 경우 HTTP ping 요청에 참조되는 URI를 입력합니다.

14 다음을 클릭합니다.

15 풀에 백엔드 서버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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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17 이 백엔드 서버에서 지원해야 할 요청 횟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중치를 입력합니다.

18 필요한 경우 서버의 기본 포트와 모니터 포트를 변경합니다.

19 확인을 클릭합니다.

20 (선택 사항) 서버를 더 추가하려면 단계 15에서 단계 19까지 반복합니다.

21 다음을 클릭합니다.

22 풀 서버의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풀 서버 설정 편집

기존 풀 서버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Edge 게이트웨이에 기존 풀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풀 서버 추가,”
(7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로드 밸런서 탭에서 풀 서버를 클릭합니다.

5 수정할 풀 서버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6 적절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풀 서버 삭제

Edge 게이트웨이에서 서버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이 풀 서버를 사용하는 가상 서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로드 밸런서 탭에서 풀 서버를 클릭합니다.

5 풀 서버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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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게이트웨이에 가상 서버 추가

가상 서버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서버의 클러스터에 구축된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갖춘 서버입니다.

필수 조건

Edge 게이트웨이에는 하나 이상의 풀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풀 서
버 추가,”(7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로드 밸런서 탭에서 가상 서버를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가상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선택 사항) 가상 서버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7 적용 대상 드롭다운 메뉴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8 가상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9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상 서버와 연결할 풀을 선택합니다.

10 서비스에서 지원할 각 서비스마다 사용을 선택합니다.

11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설정한 각 서비스의 기본 포트, 지속성 메서드, 쿠키 이름, 쿠키 모드 값을 변
경합니다.

12 가상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용을 클릭합니다.

13 (선택 사항) 가상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로깅을 클릭합니다.

14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상 서버 설정 편집

기존 가상 서버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Edge 게이트웨이에 기존 가상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e 게이트웨이에 가상 서버 추
가,”(7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로드 밸런서 탭에서 가상 서버를 클릭합니다.

5 수정할 가상 서버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6 적절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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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서버 삭제

Edge 게이트웨이에서 가상 서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Edge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로드 밸런서 탭에서 가상 서버를 클릭합니다.

5 가상 서버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 속성 편집

고가용성, 외부 네트워크 설정, IP 풀, 비율 제한 등 기존 Edge 게이트웨이 속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n Edge 게이트웨이에서 고가용성 사용(80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고가용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구성(80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외부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n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 구성(81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81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n 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82 페이지)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Edge 게이트웨이에서 고가용성 사용

Edge 게이트웨이에서 고가용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
을 선택합니다.

4 일반 탭을 클릭하고 HA 사용을 선택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구성

Edge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외부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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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
을 선택합니다.

4 외부 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

5 (선택 사항) 상단 목록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Edge 게이트웨이에 외부 네트
워크를 추가합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상단 목록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하여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
트워크를 제거합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7 기본 게이트웨이가 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8 (선택 사항) DNS 릴레이에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십시오.를 선택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네트워크 IP 설정 구성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
을 선택합니다.

4 IP 설정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5 수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의 새 IP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서 IP 풀 하위 할당

Edge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IP 풀을 여러 정적 IP 풀로 하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
을 선택합니다.

4 IP 풀 하위 할당 탭을 클릭합니다.

5 외부 네트워크와 하위 할당할 IP 풀을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IP 풀 범위에 속하는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하위 할당
된 IP 풀을 추가합니다.

7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의 IP 주소 범위를 수정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수정을 클
릭합니다.

8 (선택 사항) 하위 할당된 IP 풀을 제거하려면 하위 할당된 IP 풀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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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게이트웨이의 비율 제한 구성

Edge 게이트웨이의 각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율 제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율 제한은 정적 바인딩이 적용된 분산 포트 그룹에서 지원하는 외부 네트워크에만 적용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
을 선택합니다.

4 비율 제한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5 비율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사용을 클릭합니다.

6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수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합니다.

7 사용하도록 설정된 외부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발신 비율 제한(Gbps)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
다.

Edge 게이트웨이 삭제

Edge 게이트웨이를 삭제하여 조직 vDC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Edge 게이트웨이가 지원하는 조직 vDC 네트워크를 모두 삭제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삭제
를 선택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사용 현황 보기

Edge 게이트웨이의 외부 인터페이스가 현재 사용 중인 IP 주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외부 IP
할당을 선택합니다.

Edge 게이트웨이에 Syslog 서버 설정 적용

Edge 게이트웨이에 syslog 서버 설정을 적용하여 방화벽 규칙 로깅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log 서버 설정을 처음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Edge 게이트웨이에 해당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yslog 서버 설정이 변경되더라도 언제든지 Edge 게이트웨이에 해당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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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Edge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고 Edge 게이트웨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syslog
서버 설정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4 예를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는 라우팅되고 격리된 조직 vDC 네트워크를 추가, 삭제 및 수정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만 직접 조직 vDC 네트워크를 추가, 삭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에 네트워크 추가

조직 vDC에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가상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습니다. 단일 조직 vDC에 여러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 5-5.  조직 vDC 네트워크의 유형 및 요구 사항

조직 vDC 네트워크 유형 설명 요구 사항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 -
직접 연결

여러 조직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 속
한 가상 시스템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트래픽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조직 외부의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계층 2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조직 외부의 가상 시스템
은 조직 내부의 가상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
다.

외부 네트워크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 -
NAT 라우팅 방식의 연결

이 조직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 내의 가
상 시스템만 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된 액세스
도 제공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는 특정
가상 시스템을 외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
록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및 방화벽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탭에서 NAT 라우팅 방식 네트워
크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표시됩니다.

vSphere Edge 5.1 및 Edge 게
이트웨이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 이 조직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 내의 가
상 시스템만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트래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 vApp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격리
된 개인 네트워크를 조직에 제공합니다. 이 네트워크
는 이 조직 외부의 가상 시스템에 대한 연결 기능을 제
공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 외부의 시스템에는 조직 내
부의 시스템에 대한 연결 기능이 없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탭에서 내부 네트워크의 연결된
게이트웨이 주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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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직접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

여러 조직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직접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네
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직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합니다.

필수 조건

외부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외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을 선택합니다.

5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7 (선택 사항) 조직 vDC 네트워크를 조직 내의 다른 조직 vDC에 제공하려면 이 네트워크를 이 조직
의 다른 vDC와 공유를 선택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검토합니다.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뒤로를 클릭하여 설정을 수정합니
다.

라우팅된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

이 조직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라우팅된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조직 vDC에 vShield Edge 5.1과 Edge 게이트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합니다.

4 기존 에지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라우팅된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를 선택합니다.

5 Edge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조직 vDC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 및 네트워크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7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의 DNS 릴레이를 사용하려면 게이트웨이 DNS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게이트웨이가 DNS 릴레이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선택 사항) DNS를 사용하려면 DNS 설정을 입력합니다.

9 (선택 사항)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정적 IP 풀을 만듭니다.

여러 정적 IP 풀을 추가하려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84  VMware, Inc.



11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12 (선택 사항) 조직 vDC 네트워크를 조직 내의 다른 조직 vDC에 제공하려면 이 네트워크를 이 조직
의 다른 vDC와 공유를 선택합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검토합니다.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뒤로를 클릭하여 설정을 수정합니
다.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 만들기

이 조직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네트워크는 여러 vApp
에서 연결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조직에 제공합니다.

필수 조건

네트워크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이 가상 데이터 센터 내에 격리된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조직 vDC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 및 네트워크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6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의 DNS 릴레이를 사용하려면 게이트웨이 DNS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게이트웨이가 DNS 릴레이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선택 사항) DNS를 사용하려면 DNS 설정을 입력합니다.

8 (선택 사항)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정적 IP 풀을 만듭니다.

여러 정적 IP 풀을 추가하려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11 (선택 사항) 조직 vDC 네트워크를 조직 내의 다른 조직 vDC에 제공하려면 이 네트워크를 이 조직
의 다른 vDC와 공유를 선택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가 생성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

특정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해 DHCP, 방화벽,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및 VPN과 같은 서비스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 관리자도 해당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해 일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표 5-6에서는 vCloud Director에서 각 조직 vDC 네트워크 유형에 대해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
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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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네트워크 유형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유형 DHCP 방화벽 NAT VPN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 - 직접 연결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 - 라우팅 방식
의 연결

X X X X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 X

조직 vDC 네트워크의 DHCP 구성

조직의 가상 시스템에 DHC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정 조직 vDC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한 경우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vCloud Director가 DHCP IP 주소를 가상 시스템
에 할당합니다.

n 조직 vDC 네트워크에 DHCP를 사용하도록 설정

n 조직의 가상 시스템에 있는 NIC를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

n 해당 NIC의 IP 모드로 DHCP 선택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DHC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 또는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DHCP 탭을 클릭하고 DHCP 사용을 선택합니다.

5 IP 주소 범위를 입력하거나 기본 범위를 사용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이러한 주소를 사용하여 DHCP 요청을 처리합니다. DHCP IP 주소의 범위
는 조직 vDC 네트워크의 정적 IP 풀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기본 임대 기간과 최대 임대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DHC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방화벽 사용

일부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신 트래픽 또는 발신 트
래픽, 아니면 둘 다에 대해 방화벽 규칙을 적용하려면 조직 vDC 네트워크에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합
니다.

모든 수신 트래픽을 거부하거나, 모든 발신 트래픽을 거부하거나, 둘 모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방
화벽 규칙을 추가하여 해당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수신 또는 발신 트래픽을 거부하는 일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벽 규칙 추가,”(87 페이지).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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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라우팅되는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방화벽 탭을 클릭하고 방화벽 사용을 선택합니다.

5 기본 방화벽 동작을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기본 방화벽 동작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록하려면 로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을 지원하는 조직 vDC 네트워크에 방화벽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해당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적용하려면 조직 vDC 네트워크에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에 방화벽 사용,”(8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vDC 네트워크에 새 방화벽 규칙을 추가할 경우 해당 규칙은 방화벽 규칙 목록의 맨 아래에 표시됩니
다. 방화벽 규칙의 적용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
벽 규칙 순서 바꾸기,”(8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방화벽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AT 라우팅 방식의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방화벽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트래픽 방향을 선택합니다.

7 소스 IP 주소를 입력하고 소스 포트를 선택합니다.

수신 트래픽의 소스는 외부 네트워크이고, 발신 트래픽의 소스는 조직 vDC 네트워크입니다.

8 대상 IP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 포트를 선택합니다.

수신 트래픽의 대상은 조직 vDC 네트워크이고, 발신 트래픽의 대상은 외부 네트워크입니다.

9 프로토콜 및 작업을 선택합니다.

방화벽 규칙은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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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 사항) 방화벽 규칙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로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vCloud Director는 이 규칙의 영향을 받는 연결에 대한 로그 이벤트
를 syslog 서버로 보냅니다. 각 syslog 메시지에는 논리 네트워크 및 조직 UUID가 포함됩니다.

12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벽 규칙 순서 바꾸기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 목록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이 목록의 규칙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새로 추가된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 규칙 목록의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새 규칙을
기존 규칙보다 먼저 적용하려면 규칙의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

두 개 이상의 방화벽 규칙이 있는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방화벽 탭을 클릭합니다.

5 방화벽 규칙을 끌어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를 설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VPN 사용

조직 vDC 네트워크에 VPN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터널을 만듭니다.

vCloud Director는 동일한 조직의 조직 vDC 네트워크, 서로 다른 조직의 조직 vDC 네트워크(vCloud
Director의 다른 인스턴스에 있는 조직 vDC 네트워크 포함) 및 원격 네트워크 간에 VPN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VPN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라우팅된 외부 조직 vDC 네트워크

n vShield Manager 5.1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VPN 사용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공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VPN 터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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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 VPN 터널 만들기

동일한 조직의 두 조직 vDC 네트워크 간에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 모두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 끝점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IP 프로토콜 및 UDP 포트를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n IP 프로토콜 ID 50(ESP)

n IP 프로토콜 ID 51(AH)

n UDP 포트 500(IKE)

n UDP 포트 4500

필수 조건

n 두 개 이상의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해당 네트워크 모두에서 IP 서브넷이 겹치지 않고 VPN
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함)

n vShield Manager 5.1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조직의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피어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7 터널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피어 네트워크 끝점이 구성됩니다.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VPN 터널 만들기

조직 vDC 네트워크와 원격 네트워크 간에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가 VPN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 끝점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IP 프로토콜 및 UDP 포트를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n IP 프로토콜 ID 50(ESP)

n IP 프로토콜 ID 51(AH)

n UDP 포트 500(IKE)

n UDP 포트 4500

필수 조건

n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와 IPSec를 사용하는 라우팅된 원격 네트워크

n vShield Manager 5.1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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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VPN 탭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격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7 피어 설정을 입력합니다.

8 터널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피어 네트워크 끝점이 구성됩니다.

후속 작업

원격 피어 네트워크 끝점을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정적 라우팅 사용

일부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정적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에 정적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정적 경로를 추가하여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서로 다
른 vApp 네트워크 간에 트래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정적 라우팅 탭에서 정적 라우팅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정적 경로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일한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정
적 경로 추가,”(90 페이지) 및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정적 경
로 추가,”(9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정적 경로 추가

동일한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두 vApp 네트워크 간에 정적 경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적
경로는 네트워크 간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겹치는 네트워크나 펜싱된 vApp 간에는 정적 경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정적 경
로를 추가한 후에는 정적 경로에서의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 규칙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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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경로는 경로에 포함된 vApp가 실행 중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vApp에 정적 경로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정적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정적 경로를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
다.

n vApp의 상위 네트워크 변경

n vApp 삭제

n vApp 네트워크 삭제

필수 조건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Shield Manager 5.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

n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정적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n 두 vApp 네트워크가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n vApp 네트워크가 한 번 이상 시작되었던 vApp에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정적 라우팅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 네트워크 주소 및 다음 홉 IP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정적 경로를 추가할 첫 번째 vApp 네트워크의 주소입니다. 다음 홉 IP는 해당 vApp
네트워크의 라우터에 대한 외부 IP 주소입니다.

6 이 네트워크 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단계 4부터 단계 7까지 반복하여 두 번째 vApp 네트워크에 경로를 추가합니다.

예: 정적 라우팅 예

vApp 네트워크 1과 vApp 네트워크 2는 모두 공유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됩니다. vApp 네트워
크 간의 트래픽이 허용되도록 조직 vDC 네트워크에 정적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vApp 네트워크에 대
한 정보를 사용하여 정적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 5-7.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이름 네트워크 규격 라우터 외부 IP 주소

vApp 네트워크 1 192.168.1.0/24 192.168.0.100

vApp 네트워크 2 192.168.2.0/24 192.168.0.101

공유 조직 vDC 네트워크 192.168.0.0/24 NA

공유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vApp 네트워크 1에 대한 정적 경로와 vApp 네트워크 2에 대한 다른 정
적 경로를 만듭니다.

5장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VMware, Inc.  91



표 5-8.  정적 라우팅 설정

네트워크에 대한 정적
경로 경로 이름 네트워크 다음 홉 IP 주소 경로

vApp 네트워크 1 tovapp1 192.168.1.0/24 192.168.0.100 이 네트워크 내

vApp 네트워크 2 tovapp2 192.168.2.0/24 192.168.0.101 이 네트워크 내

후속 작업

정적 경로에서의 트래픽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
한 방화벽 규칙 추가,”(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 간에 정적 경로 추가

조직 관리자는 다른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두 vApp 네트워크 간에 정적 경로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정적 경로는 네트워크 간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겹치는 네트워크나 펜싱된 vApp 간에는 정적 경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에 정적 경
로를 추가한 후에는 정적 경로에서의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 규칙을 구성합니다. 정적 경로
가 포함된 vApp의 경우 이 vApp 또는 연결된 네트워크가 삭제될 때까지는 항상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합
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정적 경로는 경로에 포함된 vApp가 실행 중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vApp에 정적 경로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정적 경로가 작동하지 않으며 정적 경로를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n vApp의 상위 네트워크 변경

n vApp 삭제

n vApp 네트워크 삭제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Shield Manager 5.1이 있어야 합니다.

n 동일한 외부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두 개의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n 두 조직 vDC 네트워크 모두에서 정적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n vApp 네트워크가 각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n vApp 네트워크가 한 번 이상 시작되었던 vApp에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서
비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4 정적 라우팅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이름, 네트워크 주소 및 다음 홉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정적 경로를 추가할 vApp 네트워크의 주소입니다. 다음 홉 IP 주소는 vApp 네트워
크가 라우팅되는 대상 조직 vDC 네트워크의 라우터에 대한 외부 IP 주소입니다.

6 외부 네트워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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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름, 네트워크 주소 및 다음 홉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이 조직 vDC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는 vApp 네트워크의 주소입니다. 다음 홉 IP 주소
는 해당 vApp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터의 외부 IP 주소입니다.

9 이 네트워크 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단계 4 단계부터 단계 9 단계까지 반복하여 두 번째 조직 vDC 네트워크에 정적 경로를 추가합니다.

예: 정적 라우팅 예

vApp 네트워크 1은 조직 vDC 네트워크 1로 라우팅됩니다. vApp 네트워크 2는 조직 vDC 네트워크 2
로 라우팅됩니다. vApp 네트워크 간의 트래픽이 허용되도록 조직 vDC 네트워크에 정적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vApp 네트워크 및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정적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 5-9.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이름 네트워크 규격 라우터 외부 IP 주소

vApp 네트워크 1 192.168.1.0/24 192.168.0.100

vApp 네트워크 2 192.168.11.0/24 192.168.10.100

조직 vDC 네트워크 1 192.168.0.0/24 10.112.205.101

조직 vDC 네트워크 2 192.168.10.0/24 10.112.205.100

조직 vDC 네트워크 1에서 vApp 네트워크 2에 대한 정적 경로와 vApp 네트워크 1에 대한 다른 정적 경
로를 만듭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2에서는 vApp 네트워크 1에 대한 정적 경로와 vApp 네트워크 2
에 대한 다른 정적 경로를 만듭니다.

표 5-10.  조직 vDC 네트워크 1에 대한 정적 라우팅 설정

네트워크에 대한 정적
경로 경로 이름 네트워크 다음 홉 IP 주소 경로

vApp 네트워크 2 tovapp2 192.168.11.0/24 10.112.205.100 외부 네트워크로

vApp 네트워크 1 tovapp1 192.168.1.0/24 192.168.0.100 이 네트워크 내

표 5-11.  조직 vDC 네트워크 2에 대한 정적 라우팅 설정

네트워크에 대한 정적
경로 경로 이름 네트워크 다음 홉 IP 주소 경로

vApp 네트워크 1 tovapp1 192.168.1.0/24 10.112.205.101 외부 네트워크로

vApp 네트워크 2 tovapp2 192.168.11.0/24 192.168.10.100 이 네트워크 내

후속 작업

정적 경로에서의 트래픽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
한 방화벽 규칙 추가,”(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vDC 네트워크 재설정

조직 vDC 네트워크와 연결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수 있습
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DHCP 설정, 방화벽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제공자 vDC를 삭제하기 전에 제공자 vDC에 종속된 조직 vDC 네트워크를 재설정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는 동안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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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 또는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네
트워크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4 예를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App 및 vApp 템플릿 보기

NIC가 조직 vDC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vApp 및 vApp 템플릿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vApp 또는 vApp 템플릿이 있는 조직 vDC 네트워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연
결된 vApp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삭제

조직 vDC 네트워크를 삭제하여 조직 vDC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조직 vDC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 시스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App 및 vApp 템플릿 보기,”(9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삭
제를 선택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의 IP 사용 현황 보기

조직 vDC 네트워크 IP 풀에서 현재 사용 중인 IP 주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IP
할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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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vDC 네트워크 속성 편집

기존 조직 vDC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이름 및 설명, IP 주소, DNS 설정 등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
다.

n 조직 vDC 네트워크 IP 풀에 IP 주소 추가(95 페이지)

조직 vDC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부족할 경우 해당 IP 풀에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 및 설명 수정(95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 vDC 네트워크에 더 설명적인 이름이나 설명
을 할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vDC 네트워크 DNS 설정 수정(95 페이지)

일부 유형의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DNS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IP 풀에 IP 주소 추가

조직 vDC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부족할 경우 해당 IP 풀에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 또는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
성을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 규격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에 IP 주소나 IP 주소 범위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
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 및 설명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 vDC 네트워크에 더 설명적인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
성을 선택합니다.

4 새 이름 및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vDC 네트워크 DNS 설정 수정

일부 유형의 조직 vDC 네트워크에 대한 DNS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라우팅된 조직 vDC 네트워크 또는 내부 조직 vDC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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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조직 vDC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조직 vDC를 엽니다.

3 조직 vDC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조직 vDC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
성을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 규격 탭을 클릭하고 새 DNS 정보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풀 관리
네트워크 풀을 만든 후 해당 이름 또는 설명을 수정하거나 네트워크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풀
의 유형에 따라 포트 그룹,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 및 VLAN ID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풀 이름 및 설명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 풀에 더 설명적인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새 이름이나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풀에 포트 그룹 추가

포트 그룹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에 포트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포트 그룹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Sphere에 사용 가능한 포트 그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풀 설정 탭에서 포트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풀에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 추가

VCD 네트워크 격리 지원형 네트워크 풀에 클라우드 격리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CD 네트워크 격리 지원형 네트워크 풀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풀 설정 탭에서 VCD 격리 네트워크의 수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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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풀에 VLAN ID 추가

VLAN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에 VLAN I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시스템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LAN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풀

n vSphere의 사용 가능한 VLAN ID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네트워크 풀 설정 탭에서 VLAN ID 범위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4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풀 삭제

네트워크 풀을 삭제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조직 vDC가 네트워크 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n vApp에서 네트워크 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n 조직 vDC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네트워크 풀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셀 관리
클라우드 셀은 대개 해당 셀이 있는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에서 관리하지만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서 클라우드 셀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표 5-12에서는 클라우드 셀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 명령을 보여 줍니다.

표 5-12.  클라우드 셀 명령

명령 설명

service vmware-vcd start 셀을 시작합니다.

service vmware-vcd restart 셀을 다시 시작합니다.

service vmware-vcd stop 셀을 중지합니다.

셀을 중지한 경우 브라우저 또는 vCloud API를 사용하여 해당 셀에 액세스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유지
보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셀 유지 관리 메시지 설정,”(98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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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셀 추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클라우드 셀을 추가하려면 동일한 vCloud Director 클러스터의 추가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VMware vCloud
Director 설치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셀 삭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그 밖의 이유로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서 클라우드 셀을 제거하
려는 경우 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셀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service vmware-vcd stop 명령을 사용하여 셀을 중지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클라우드 셀을 클릭합니다.

2 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셀에 대한 정보가 제거됩니다.

클라우드 셀 유지 관리 메시지 설정

셀을 중지하고 사용자에게 유지 관리를 수행 중임을 알리려는 경우 유지 관리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유지 관리 메시지가 설정되면 브라우저에서 셀에 로그인하려는 사용자에게 유지 관리로 인해 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vCloud API를 사용하여 셀에 연결하려는 사용자에게도 유사한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프로시저

1 service vmware-vcd stop 명령을 실행하여 셀을 중지합니다.

2 /opt/vmware/vcloud-director/bin/vmware-vcd-cell maintenance 명령을 실행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또는 vCloud API를 사용하여 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셀 유지 관리 메시지 해제

셀에서 유지 관리를 마치고 셀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면 유지 관리 메시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opt/vmware/vcloud-director/bin/vmware-vcd-cell stop 명령을 실행합니다.

2 service vmware-vcd start 명령을 실행하여 셀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브라우저 또는 vCloud API를 사용하여 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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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리소스 관리 6
vCloud Director 시스템에 vSphere 리소스를 추가한 후 vCloud Director에서 몇 가지 관리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이러한 리소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vSphere 리소스에는 vCenter 서버, 리소스 풀, ESX/ESXi 호스트, 데이터스토어, 네트워크 스위치 및
포트가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vSphere vCenter Server 관리,”(99 페이지)

n “vSphere ESX/ESXi 호스트 관리,”(101 페이지)

n “vSphere 데이터스토어 관리,”(103 페이지)

n “격리된 항목 관리,”(104 페이지)

vSphere vCenter Server 관리
vCloud Director에 vCenter Server를 연결한 후 해당 설정을 수정하고, vCenter Server에 다시 연결
하고, vCenter Server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 vCloud Director 등록

vCloud Director가 사용하는 vCenter Server에 vCloud Director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vCloud Director는 vSphere Client Soultions Manager 탭에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vSphere Client는 vCloud Director 관리 가상 시스템에 대한 Managed By 속성을 설정합니다. 이 속
성은 가상 시스템이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수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 설정 수정

vCenter Server에 대한 연결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이름 또는 설명이 vCloud Director에 나타나는 방식
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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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새 설정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 다시 연결

vCloud Director와 vCenter Server의 연결이 끊어진 경우 또는 연결 설정을 변경한 경우 다시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vCenter 다시 연결을 선택합니다.

3 정보 메시지를 읽고 예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vCenter Server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안 함 또는 사용을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 제거

vCenter Server를 제거하여 vCloud Director에서 해당 리소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Center 서버를 제거하려면 먼저 해당 vCenter 서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해당 리소스 풀을 사용
하는 모든 제공자 vDC를 삭제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분리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에 연결된 vCenter Server 준비 및 업그레이드

vCloud Director에 연결된 vCenter Server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vCloud Director에서 vCenter
Server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해당 서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vSphere 업그레이드 설명서를 숙지하십시오.

프로시저

1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서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4 vCenter Server를 업그레이드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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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서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을 선택
합니다.

6 예를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vCloud Director를 업그레이드된 서버에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에 vCloud
Director 등록,”(9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vShield Manager 설정 수정

vCenter Server의 vShield Manager에 대한 연결 설정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vShield Manager를 사
용하려는 경우 해당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2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vShield Manager 탭에서 새 설정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vSphere ESX/ESXi 호스트 관리
vCloud Director에 사용할 호스트를 준비하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ESX/ESXi 호스트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호스트에서 vApp가 시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이
미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호스트에서 유지 보수를 수행하려면 호스트에서 모든 vApp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모든 vApp를 중지하
고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사용 또는 호스트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vCloud Director가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의 호스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ESX/ESXi 호스트 간에 가상 시스템 이동

한 ESX/ESXi 호스트의 모든 가상 시스템을 동일한 클러스터의 다른 호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
능은 호스트 준비를 취소하거나,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호스트에서 유지 보수를 수행
하는 데 유용합니다.

필수 조건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모든 VM 재배포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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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유지 보수 모드로 설정되고 모든 가상 시스템이 동일한 클러스터의 다른 호스트로 이동됩니다.

ESX/ESXi 호스트 준비 또는 준비 취소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하는 vSphere 클러스터에 ESX/ESXi 호스트를 추가할 경우 호스트를 준비해
야 제공자 vDC에서 해당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환경에서 호스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호스트 준비를 취소하면 됩니다.

호스트 간에 가상 시스템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SX/ESXi 호스트 간에 가상 시스템
이동,”(10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잠금 모드의 호스트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를 준비한 후에 잠금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필수 조건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준비 또는 호스트 준비 취소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를 준비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가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의 호스트를 준비하거나 준비 취소합니다.

ESX/ESXi 호스트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vCloud Director에서는 설치 환경의 각 ESX/ESXi 호스트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ESX/ESXi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는 ESX/ESXi 호스트 에이전트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ESX/ESXi 호스트 복구

ESX/ESXi 호스트의 vCloud Director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호스트 복구를 시도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트 복구를 선택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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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데이터스토어 관리
vCloud Director 시스템에서 vSphere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데이터스
토어에 대한 디스크 공간 부족 경고를 구성하고, vCloud Director 시스템에서 데이터스토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스토어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제공자 vDC에 추가된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스토어를
vCloud Director에서 제거하려면 먼저 해당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데이터스토어와 연결된 vApp를 시작하거나 데이터스토어에
vApp를 만들 수 없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데이터스토어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스토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의 데이터스토어가 사용되거나 사용되
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데이터스토어 제거

vCloud Director에서 데이터스토어를 제거하여 제공자 vDC가 해당 스토리지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하
게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데이터스토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하는 모든 제공자 vDC에서 제
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데이터스토어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스토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제거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 데이터스토어가 제거됩니다.

데이터스토어에 대한 디스크 공간 부족 경고 구성

데이터스토어가 사용 가능한 용량의 특정 임계값에 도달할 때 vCloud Director에서 보내는 e-메일을 받
을 수 있도록 데이터스토어에 대한 디스크 공간 부족 경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디스크 공
간 부족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데이터스토어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스토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데이터스토어의 디스크 공간 임계값을 선택합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의 두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에서 e-메일 경고를 보내는 경
우 해당 메시지에서 이 중 초과된 임계값을 나타냅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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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스토어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vCloud Director에서 e-메일 경고를 보냅니다.

격리된 항목 관리
vCloud Director에서 개체를 삭제한 경우 해당 개체가 vSphere에도 있으면 vCloud Director에서는
vSphere에서 개체를 삭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vCloud Director가 vSphere에서 개체를
삭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개체는 격리됩니다.

격리된 항목 목록을 확인하고 항목을 다시 삭제해 보거나,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Sphere에서 격
리된 개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격리된 항목 삭제

격리된 항목을 삭제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이미 삭제한 개체를 vSphere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격리된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격리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가 vSphere에서 격리된 항목을 삭제하려고 시도합니다.

4 페이지 표시 내용을 새로 고칩니다.

삭제 작업에 성공한 경우 격리된 항목 목록에서 항목이 제거됩니다.

후속 작업

삭제 작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항목을 강제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리된 항목 강제 삭
제,”(10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격리된 항목 강제 삭제

vCloud Director에서 격리된 항목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 격리된 항목을 강제로 삭제하여 격리된 항목 목
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격리된 항목은 vSphere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격리된 항목을 강제로 삭제하기 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삭제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리된 항목 삭
제,”(10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격리된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격리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강제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격리된 항목 목록에서 해당 항목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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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관리 7
조직을 만든 후 해당 속성을 수정하거나, 조직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조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조직 사용 또는 사용 안 함,”(105 페이지)

n “조직 삭제,”(105 페이지)

n “조직에 카탈로그 추가,”(106 페이지)

n “조직 속성 편집,”(106 페이지)

n “조직 리소스 관리,”(110 페이지)

n “조직 사용자 및 그룹 관리,”(110 페이지)

n “조직 vApp 및 가상 시스템 관리,”(110 페이지)

조직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조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해당 조직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며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세션이 종료됩니다. 조직에서 실행 중인 vApp는 계속 실행됩니다.

조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후에도 시스템 관리자는 리소스 할당, 네트워크 추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조직 삭제
조직을 삭제하여 vCloud Director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조직을 삭제하려면 먼저 해당 조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조직 사용자가 소유한 모든 개체의 소유권
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VMware, Inc.  105



3 예를 클릭합니다.

조직에 카탈로그 추가
조직에 카탈로그를 추가하여 업로드되거나 가져온 vApp 템플릿 및 미디어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
직에서는 여러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카탈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
다.

필수 조건

카탈로그를 만들 조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홈 탭을 클릭하고 카탈로그를 조직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카탈로그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게시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이 카탈로그를 다른 조직에 게시 안 함 카탈로그에 추가된 항목을 조직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게시 카탈로그에 추가된 항목을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카탈
로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카탈로그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조직 속성 편집
기존 조직에서 조직 이름 및 설명, LDAP 옵션, 카탈로그 게시 정책, e-메일 기본 설정, 스토리지 및 처리
한계 등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이름 수정(107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에 더 설명적인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전체 이름 및 설명 수정(107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에 더 설명적인 전체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LDAP 옵션 수정(107 페이지)

LDAP 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직으로 가져올 사용자 및 그룹의 디렉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DAP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의 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LDAP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으며 조직 관리자는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n 조직 카탈로그 게시 정책 수정(108 페이지)

카탈로그를 통해 조직 사용자에게 vApp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vApp 템플릿 및 미디어의 라
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는 단일 조직의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시
스템 관리자가 허용할 경우 조직 관리자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 카탈로그를 게
시할 수 있습니다.

n 조직 e-메일 기본 설정 수정(108 페이지)

vCloud Director에서 사용자 알림 및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내려면 SMTP 서버가 필요합니다.
조직을 만들 때 지정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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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조직 임대, 할당량 및 제한 설정 수정(109 페이지)

임대, 할당량 및 제한은 조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및 처리 리소스를 제한합니다. 이러
한 설정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조직의 리소스를 소모하거나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이름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에 더 설명적인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조직의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조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새 조직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이름에 맞게 내부 조직 URL이 변경됩니다.

조직 전체 이름 및 설명 수정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커짐에 따라 기존 조직에 더 설명적인 전체 이름이나 설명을 할당할 수 있
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새 전체 이름이나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LDAP 옵션 수정

LDAP 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직으로 가져올 사용자 및 그룹의 디렉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DAP 서비
스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의 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LDAP 옵션은 시
스템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으며 조직 관리자는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LDAP 설정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LDAP 설정 구성,”(125 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LDAP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4 조직 사용자에 대한 새 소스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LDAP 사용 안 함 조직 관리자가 조직의 각 사용자에 대한 로컬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VCD 시스템 LDAP 서비스 조직 사용자 및 그룹의 소스로 vCloud Director 시스템의 LDAP 서비스
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LDAP 서비스 조직을 고유한 개인 LDAP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7장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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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사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작업

LDAP 사용 안 함 확인을 클릭합니다.

VCD 시스템 LDAP 서비스 (선택 사항) 조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하는 데 사용할 OU(조
직 단위)의 고유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무 것도 입력하
지 않으면 시스템 LDAP 서비스의 모든 사용자를 조직으로 가져올 수 있
습니다.

참고   OU를 지정해도 가져올 수 있는 LDAP 그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스템 LDAP 루트에서 모든 LDAP 그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OU와 가져온 그룹 모두에 있는 사용자만이 조직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지정 LDAP 서비스 사용자 지정 LDAP 탭을 클릭하고 조직의 사용자 지정 LDAP 설정을 입력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시스템 관리자 및 조직 관리자의 경우 현재 세션의 캐시가 만료되거나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기 전에는 수정된 LDAP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조직 카탈로그 게시 정책 수정

카탈로그를 통해 조직 사용자에게 vApp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vApp 템플릿 및 미디어의 라이브러
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는 단일 조직의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 관리자
가 허용할 경우 조직 관리자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모든 조직에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
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 게시 탭을 클릭합니다.

4 카탈로그 게시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조직 관리자가 조직 외부의 사용자를 위해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없습니
다.

모든 조직에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
습니다.

조직 관리자가 모든 조직의 사용자를 위해 카탈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
다.

 

조직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 현재 세션의 캐시가 만료되거나 사용자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기 전에는 카탈로그 게시 정책의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직 e-메일 기본 설정 수정

vCloud Director에서 사용자 알림 및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내려면 SMTP 서버가 필요합니다. 조직
을 만들 때 지정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e-메일 기본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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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TP 서버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시스템 기본 SMTP 서버 사용 조직에서 시스템 SMTP 서버를 사용합니다.

조직 SMTP 서버 설정 조직에서 조직 고유의 SMTP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SMTP 서버의 DNS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
다. 필요할 경우 인증 필요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
합니다.

 

5 알림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시스템 기본 알림 설정 사용 조직에서 시스템 알림 설정을 사용합니다.

조직 알림 설정 지정 조직에서 조직 고유의 알림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조
직 e-메일에 보낸 사람으로 표시되는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조직 e-메
일의 제목 접두사로 사용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조직 e-메일의 받는 사
람을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대상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메일 설정 테스트를 클릭하여 모든 SMTP 서버 설정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직 임대, 할당량 및 제한 설정 수정

임대, 할당량 및 제한은 조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및 처리 리소스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설
정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조직의 리소스를 소모하거나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임대 이해,”(27 페이지).

임대를 통해 vApp를 실행하고 vApp 및 vApp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여 조직의 스
토리지 및 계산 리소스를 일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스토리지 임대가 만료될 경우 vApp
및 vApp 템플릿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할당량은 조직의 각 사용자가 조직의 가상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하고 전원을 켤 수 있는 가상 시스템의 수
를 결정합니다. 지정하는 할당량은 조직에 새로 추가된 모든 새 사용자에 대해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복사 및 이동과 같은 일부 vCloud Director 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 리소스 사용량이 많습니다. 제한을
설정하면 이러한 리소스 집중 작업이 조직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거부 공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4 vApp 및 vApp 템플릿에 대한 임대 옵션을 선택합니다.

5 실행 중인 저장된 가상 시스템의 할당량을 선택합니다.

6 리소스 집중 작업에 대한 제한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각 가상 시스템에 대한 동시 연결 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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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리소스 관리
vCloud Director 조직에서는 하나 이상의 조직 vDC에 필요한 리소스를 얻습니다. 조직에 더 많은 리소
스가 필요할 경우 새 조직 vDC를 추가하거나 기존 조직 vDC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리소스를
제거하려면 조직 vDC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조직 vDC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만들기,”(5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vDC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삭제,”(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조직 v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할당 모
델 설정 편집,”(62 페이지) 및 “조직 vDC 스토리지 설정 편집,”(6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사용자 및 그룹 관리
조직을 만들 때 조직에 한 명 이상의 로컬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만든 후에는 시스템 관리
자나 조직 관리자가 조직에 로컬 사용자, LDAP 사용자 및 LDAP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vApp 및 가상 시스템 관리
조직 vApp 및 가상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일부 작업은 시스템 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스템 관리자는 기존 vApp에 vSphere 가상 시스템을 추가하고, vSphere 가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vApp
를 만들고, vApp를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vAp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vApp에 vSphere 가상 시스템 추가

시스템 관리자는 기존 vCloud Director vApp로 vSphere 가상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하며 vApp가 포함된 조직에 사용 가능한 조직 vDC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내 클라우드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App를 클릭합니다.

4 vApp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5 가상 시스템 탭에서 동작 단추를 클릭하고 vSphere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6 vCenter Server와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7 가상 시스템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8 소스 가상 시스템을 복사할지 이동할지를 선택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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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가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vApp 만들기

시스템 관리자는 vSphere 가상 시스템을 조직에 vCloud Director vApp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했고 조직에 사용 가능한 조직 vDC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내 클라우드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App를 클릭합니다.

4 vSphere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5 vCenter Server와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6 vApp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대상 조직 vDC를 선택합니다.

7 소스 가상 시스템을 복사할지 이동할지를 선택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vApp를 유지 보수 모드로 설정

시스템 관리자는 vApp를 유지 보수 모드로 설정하여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vApp의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타사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여 vApp를 백업하려는 경우
에 유용합니다.

vApp가 유지 보수 모드에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는 vApp 또는 가상 시스템의 상태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vApp 및 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고 가상 시스템 콘솔에 액세스
할 수만 있습니다.

vApp를 유지 보수 모드로 설정해도 해당 vApp와 관련된 현재 실행 중인 작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내 클라우드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App를 클릭합니다.

4 vApp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유지 보수 모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5 예를 클릭합니다.

vApp의 상태가 유지 보수 모드로 변경됩니다. 해당 vApp는 유지 보수 모드 종료를 선택할 때까지 유지
보수 모드로 유지됩니다.

실행 중인 vApp 강제 중지

조직의 사용자가 실행 중인 vApp를 중지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강제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행 중인 vApp를 중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vApp를 중지할 수 없
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vApp를 강제로 중지하여 사용자에게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7장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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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p를 강제로 중지해도 vApp가 vSphere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방지할 수 없습니다. vCloud
Director에서 vApp를 강제로 중지한 후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Sphere에서 vApp의 상태를 확
인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내 클라우드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App를 클릭합니다.

4 실행 중인 vApp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강제 중지를 선택합니다.

5 예를 클릭합니다.

가상 시스템의 빠른 프로비저닝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면 가상 시스템 프로비저닝 작업에 연결된 클론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습니다.

연결된 클론은 원본과 동일한 기본 디스크를 사용하고 원본과 클론의 차이를 추적하기 위한 델타 디스크
체인이 포함된 가상 시스템의 복제본입니다.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모든 프로비
저닝 작업에서 전체 클론이 발생합니다.

연결된 클론은 원래 가상 시스템과 다른 vCenter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스토어에 있을 수 없습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vApp 템플릿과 연결된 vCenter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스토어에 연결된 클론을
만들 수 있도록 섀도 가상 시스템을 만듭니다. 섀도 가상 시스템은 원래 가상 시스템의 복사본입니다. 섀
도 가상 시스템은 연결된 클론이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스토어에 만들어집니다. 템플릿 가상 시
스템과 연결된 섀도 가상 시스템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App 템플릿과 연결된 섀도
가상 시스템 보기,”(1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vDC에서는 기본적으로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
하려면 vCenter 5.0 및 ESXi 5.0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조직 vDC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vDC에
ESX/ESXi 4.x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프로비저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 vDC 스토리지 설정 편집,”(6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vApp 템플릿과 연결된 섀도 가상 시스템 보기

섀도 가상 시스템은 vCenter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스토어를 통해 vApp 템플릿과 연결된 가상 시스템의
연결된 클론을 지원합니다.

섀도 가상 시스템은 연결된 클론이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스토어에서 vCloud Director가 만드
는 원래 가상 시스템의 복사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시스템의 빠른 프로비저닝,”(112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카탈로그를 클릭합니다.

4 vApp 템플릿 탭에서 vApp 템플릿을 두 번 클릭하여 엽니다.

5 섀도 VM 탭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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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p 템플릿과 연결된 섀도 가상 시스템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각 섀도 가상 시스템의
vCenter에 있는 이름, 각 섀도 가상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스토어 및 섀도 가상 시스템이 속한 vCenter
서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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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 및 역할 관리 8
시스템 관리자를 vCloud Director에 개별적으로 추가하거나 LDAP 그룹의 일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조직 내에서 갖는 권한을 결정하는 역할을 추가 및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시스템 관리자 추가,”(115 페이지)

n “시스템 관리자 가져오기,”(116 페이지)

n “시스템 관리자 사용 또는 사용 안 함,”(116 페이지)

n “시스템 관리자 삭제,”(116 페이지)

n “시스템 관리자 프로파일 및 연락처 정보 편집,”(117 페이지)

n “사용자에게 e-메일 알림 보내기,”(117 페이지)

n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자 삭제,”(117 페이지)

n “그룹 가져오기,”(118 페이지)

n “LDAP 그룹 삭제,”(118 페이지)

n “그룹 속성 보기,”(118 페이지)

n “역할 및 권한,”(119 페이지)

시스템 관리자 추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는 vCloud Director와 vCloud Director의 모든 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새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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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 가져오기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LDAP 사용자 또는 vCenter 단일 로그온 사용자를 시스
템 관리자로 가져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vCloud Director와 vCloud Director의 모든 조직에 대한 모
든 권한을 갖습니다.

필수 조건

LDAP 서버로의 연결이 유효한지 또는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 구성,”(13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를 가져올 원본 소스를 선택합니다.

LDAP 서버만 있거나 vCenter 단일 로그온이 구성된 경우 소스는 읽기 전용입니다.

옵션 설명

LDAP LDAP 서버에서 사용자를 가져옵니다.

a 텍스트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자 검색을 클릭합
니다.

b 가져올 사용자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vSphere SSO vCenter 단일 로그온에서 사용자를 가져옵니다. 사용자 이름을 하나 이
상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사용자를 입력하는 경우 캐리지 리
턴으로 구분하십시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해당 사용자가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하
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를 삭제하려면 먼저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
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계정 사용 또는 계정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삭제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vCloud Director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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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프로파일 및 연락처 정보 편집
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암호 및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용자의 계정 정보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 계정의 새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에게 e-메일 알림 보내기
전체 설치 환경의 모든 사용자, 모든 시스템 관리자 또는 모든 조직 관리자에게 e-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e-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습
니다.

필수 조건

SMTP 서버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알림을 클릭합니다.

3 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4 e-메일 제목 및 메시지를 입력하고 e-메일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자 삭제
vCloud Director에서 LDAP 그룹을 삭제할 때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 사용자 계정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다시 시스템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손실 및 발견에서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
니다.

LDAP 그룹을 삭제할 때 시스템에서 실수로 제거된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시스템 관리자 추가,”(115 페
이지) 및 “시스템 관리자 가져오기,”(11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손실 및 발견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자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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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가져오기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그룹을 추가하려면 LDAP 그룹 또는 vCenter 단일 로그온 그룹을 시스
템 관리자로 가져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vCloud Director와 vCloud Director의 모든 조직에 대한 모
든 권한을 갖습니다.

필수 조건

LDAP 서버로의 연결이 유효한지 또는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 구성,”(13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그룹을 클릭합니다.

2 그룹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가져올 원본 소스를 선택합니다.

LDAP 서버만 있거나 vCenter 단일 로그온이 구성된 경우 소스는 읽기 전용입니다.

옵션 설명

LDAP LDAP 서버에서 그룹을 가져옵니다.

a 텍스트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이름을 입력하고 그룹 검색을 클릭합니
다.

b 가져올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vSphere SSO vCenter 단일 로그온에서 그룹을 가져옵니다. 그룹 이름을 하나 이상 입
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그룹을 입력하는 경우 캐리지 리턴으로
구분하십시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LDAP 그룹 삭제
LDAP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vCloud Director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자 그룹을 제거할 수 있습니
다.

LDAP 그룹을 삭제하면 해당 그룹의 구성원 자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vCloud Director 계정이 있는 사용
자가 격리되어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자 삭
제,”(1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그룹을 클릭합니다.

2 그룹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그룹 속성 보기
이름, 역할 및 그룹 조직 같은 그룹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그룹을 클릭합니다.

2 그룹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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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속성이 표시됩니다.

역할 및 권한
vCloud Director에서는 역할 및 권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합니다.
vCloud Director에는 특정 권한이 있는 미리 정의된 여러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는 각 사용자 또는 그룹에 역할을 할당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조직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역할을 만들고 기존 역할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역할과 해당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정의된 역할 및 역할 권한,”(141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n 역할 만들기(119 페이지)

기존 역할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 역할을 만들고 해당 역할에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
든 역할은 시스템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역할 복사(119 페이지)

기존 역할을 기반으로 역할을 만들려면 역할을 복사하고 해당 권한을 수정합니다.

n 역할 편집(120 페이지)

역할의 이름, 설명 및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n 역할 삭제(120 페이지)

시스템에서 역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역할이나 사용 중인 역할은 삭제할 수 없습니
다.

역할 만들기

기존 역할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 역할을 만들고 해당 역할에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든 역
할은 시스템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역할을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역할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4 역할의 권한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역할 복사

기존 역할을 기반으로 역할을 만들려면 역할을 복사하고 해당 권한을 수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역할을 클릭합니다.

2 역할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복사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역할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4 역할의 권한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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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편집

역할의 이름, 설명 및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역할을 클릭합니다.

2 역할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역할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편집합니다.

4 역할의 새 권한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 현재 세션의 캐시가 만료되거나 사용자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
기 전에는 역할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할 삭제

시스템에서 역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역할이나 사용 중인 역할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필수 조건

삭제할 역할이 할당된 모든 사용자에게 새 역할을 할당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역할을 클릭합니다.

2 역할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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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관리 9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는 LDAP, e-메일 알림, 라이센싱 및 일반 시스템 기본 설정과 관련된 시
스템 전반의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일반 시스템 설정 수정,”(121 페이지)

n “일반 시스템 설정,”(121 페이지)

n “시스템 e-메일 설정 편집,”(123 페이지)

n “차단 작업 및 알림 구성,”(124 페이지)

n “시스템 LDAP 설정 구성,”(125 페이지)

n “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 UI 사용자 지정,”(129 페이지)

n “공개 주소 구성,”(130 페이지)

n “계정 잠금 정책 구성,”(131 페이지)

n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 구성,”(132 페이지)

일반 시스템 설정 수정
vCloud Director에는 로그인 정책, 세션 시간 초과 등과 관련된 일반 시스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대부분의 환경에 적절하지만 필요에 맞게 설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시스템 설정,”(12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일반을 클릭합니다.

2 설정을 수정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일반 시스템 설정
vCloud Director에는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일반 시스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9-1.  일반 시스템 설정

이름 범주 설명

동기화 시작 시간 LDAP 동기화 LDAP 동기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동기화 간격 LDAP 동기화 LDAP 동기화 사이의 시간입니다.

로그인 정책 로그인 정책 로그인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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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일반 시스템 설정 (계속)

이름 범주 설명

보관할 활동 로그 기록 활동 로그 로그 기록을 삭제하기 전에 보관할 기간(일)입니다.

로그를 삭제하지 않으려면 0을 입력합니다.

표시된 활동 로그 기록 활동 로그 표시할 로그 기록의 기간(일)입니다.

모든 활동을 표시하려면 0을 입력합니다.

디버그 정보 표시 활동 로그 vCloud Director 작업 로그에 디버그 정보를 표시하려
면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IP 주소 릴리스 시간 초과 네트워킹 릴리스된 IP 주소가 다시 할당 가능한 상태로 되기까지
보류할 시간(초)입니다. 이 기본 설정은 오래된 항목이
클라이언트 ARP 테이블에서 만료될 수 있도록 2시간
(7200초)으로 지정됩니다.

외부 네트워크 겹침 허용 네트워킹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실행되는 외부 네트워크
를 추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VMware vShield Manager와 같은 비
VLAN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외부 네트워크를 격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syslog 서
버 설정

네트워킹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최대 두 개의 Syslog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클라우드 셀에서 사용
되는 Syslog 서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자 로케일 지역화 로그 항목, e-메일 경고 등을 포함한 제공자 활동의 로케
일을 선택합니다.

유휴 세션 시간 초과 기타 사용자 상호 작용이 없어도 vCloud Director 애플리케
이션이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최대 세션 시간 초과 기타 vCloud Director 애플리케이션이 활성 상태로 유지되
는 최대 시간입니다.

호스트 새로 고침 주기 기타 vCloud Director가 ESX/ESXi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빈도입니다.

시스템 응답 없음 시간 초과 기타 호스트를 응답 없음으로 표시하기 전에 기다릴 시간을
선택합니다.

전송 세션 시간 초과 기타 일시 중지되거나 취소된 미디어 업로드 또는 vApp 템플
릿 업로드 등의 업로드 작업을 실패로 처리하기 전에 기
다릴 시간입니다. 이 제한 시간은 진행 중인 업로드 작업
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관할 차지백(Chargeback) 이벤
트 기록

기타 차지백(Chargeback) 이벤트 기록을 삭제하기 전에 보
관할 기간(일)입니다.

차지백(Chargeback) 이벤트 정
리 시작 시간

기타 차지백(Chargeback) 이벤트 기록 정리를 시작할 시간
입니다.

기본 vApp 이름 제공 기타 vApp의 기본 이름을 생성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시간 초과가 설정된 업로드 격리 사
용: __초

기타 업로드된 파일을 격리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시간
을 나타내는 시간 초과 값을 입력합니다.

격리된 파일의 작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격리
된 파일 모니터링,”(13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인증서 확인 기타 vCloud Director가 신뢰할 수 있는 vCenter 서버와만
통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찾아
보기를 클릭하여 JCEKS keystore를 찾고 keystore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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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메일 설정 편집
SMTP 및 알림 설정을 비롯한 시스템 e-메일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n SMTP 설정 구성(123 페이지)

vCloud Director에서 시스템 사용자에게 사용자 알림 및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내려면 SMTP 서
버가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는 시스템 SMTP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SMTP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 알림 설정 구성(123 페이지)

vCloud Director에서는 보고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냅니다. 예를 들
어 데이터스토어의 공간이 부족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모든 시스템 관리자에게 또는 지정된 목록의
e-메일 주소로 e-메일 경고를 보내도록 vCloud Directo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MTP 설정 구성

vCloud Director에서 시스템 사용자에게 사용자 알림 및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내려면 SMTP 서버가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는 시스템 SMTP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SMTP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e-메일을 클릭합니다.

2 SMTP 메일 서버의 DNS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 SMTP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선택 사항) SMTP 서버에 사용자 이름이 필요한 경우 인증 필요 확인란을 선택하고 SMTP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5 vCloud Director e-메일에 보낸 사람으로 표시되는 e-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보낸 사람의 e-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런타임 및 스토리지 임대 만료 경고를
보냅니다.

6 vCloud Director e-메일의 제목 접두사로 사용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7 (선택 사항) SMTP 설정을 테스트할 대상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MTP 설정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8 적용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알림 설정 구성

vCloud Director에서는 보고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시스템 경고 e-메일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데
이터스토어의 공간이 부족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모든 시스템 관리자에게 또는 지정된 목록의 e-메일 주소
로 e-메일 경고를 보내도록 vCloud Directo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시스템 알림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알림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SMTP 서버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e-메일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경고 e-메일의 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9장 시스템 설정 관리

VMware, Inc.  123



차단 작업 및 알림 구성
시스템 관리자는 차단 작업 및 알림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가 특정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는 AMQP
메시지를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중 일부는 단순히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알림이라고 합니다. 다
른 메시지는 지정된 AMQP 끝점에 요청된 작업이 해당 끝점에 바인딩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해 차단
되어 보류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게시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차단 작업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AMQP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래밍 동작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스템 전반의 차단 작업 집합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QP 브로커 구성

vCloud Director가 특정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는 AMQP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려면 AMQP 브로커를 구
성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차단 작업을 클릭합니다.

2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AMQP 호스트의 DNS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AMQP 포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는 5672입니다.

4 교환 유형을 입력합니다.

5 vHost를 입력합니다.

6 SSL을 사용하려면 SSL 확인란을 선택하고 인증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작업

모든 인증서 수락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SL 인증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SSL 인증서를 찾습니다.

SSL Keystore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SSL keystore를 찾고 keystore 암호를 입력합니
다.

 
인증서 소유자 필드의 CN 레코드는 AMQP 브로커 호스트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브로커 호스트 이
름과 일치하지 않는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모든 인증서 수락을 선택합니다.

7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여 AMQP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8 AMQP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9 적용을 클릭합니다.

10 (선택 사항) 페이지 맨 위의 알림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AMQP 브로커에 감사 이벤트를 게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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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작업 설정 구성

차단 작업의 상태 텍스트, 시간 제한 설정 및 기본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설치 환경
의 모든 조직에 적용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차단 작업을 클릭합니다.

2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기본 확장 제한 시간을 선택합니다.

4 기본 시간 초과 동작을 선택합니다.

5 적용을 클릭합니다.

차단 작업 사용

차단 작업에 특정 작업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차단 작업을 클릭합니다.

2 차단 작업 탭을 클릭합니다.

3 차단 확장에 사용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LDAP 설정 구성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LDAP 서버에 대해 사용자 자격 증명을 인증하도록 vCloud Directo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수동으로 만드는 대신 설치 환경을 LDAP 서버로 지정하여 LDAP 사용자 및 그
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vCloud Director를 LDAP 서버에 연결한 후 LDAP 디렉터리의 그룹 및 사용자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 LDAP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을 조직으로 가져오거나, 각 조직에 대
해 개별 LDAP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LDAP 사용자를 시스템 또는 조직으로 가져오기 전에는
LDAP 사용자가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가져온 LDAP 사용자가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하면 vCloud Director에서는 LDAP 디렉터리에 대
해 사용자 자격 증명을 검사합니다. 자격 증명이 수락되면 사용자 계정이 만들어지고 해당 사용자가 시스
템에 로그인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LDAP 인증에 계층형 도메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vCloud Director는 LDAP 디렉터리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만이 LDAP 디렉터리 자체의
LDAP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가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LDAP 디렉터리와 동기화하는 빈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LDAP 지원

vCloud Director에서는 운영 체제, LDAP 서버 및 인증 방법의 다양한 조합을 지원합니다.

표 9-2에서는 vCloud Director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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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지원되는 운영 체제, LDAP 서버 및 인증 방법 조합

운영 체제 LDAP 서버 인증 방법

Windows 2003 Active Directory Simple

Windows 2003 Active Directory Simple SSL

Windows 2003 Active Directory Kerberos

Windows 2003 Active Directory Kerberos SSL

Windows 2008 Active Directory Simple

Windows 7(2008 R2) Active Directory Simple

Windows 7(2008 R2) Active Directory Simple SSL

Windows 7(2008 R2) Active Directory Kerberos

Windows 7(2008 R2) Active Directory Kerberos SSL

Linux OpenLDAP Simple

Linux OpenLDAP Simple SSL

LDAP 연결 구성

vCloud Director 및 해당 조직이 LDAP 서버의 사용자 및 그룹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LDAP 연결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인증 방법으로 Kerberos를 사용하려면 영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erberos 영역 추가,”
(12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2 LDAP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Kerberos 인증의 경우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3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LDAP의 경우 기본 포트 번호는 389입니다. LDAPS(LDAP over SSL)의 경우 기본 포트 번호는
636입니다.

4 기본 DN(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DN은 vCloud Director가 연결된 LDAP 디렉터리의 위치입니다. 루트에서 연결하는 것이 좋습
니다. 도메인 구성 요소만 입력합니다(예: DC=example, DC=com).

트리의 노드에 연결하려면 해당 노드의 고유 이름(예: OU=ServiceDirector, DC=example, DC=com)을 입력
합니다. 노드에 연결하면 vCloud Directo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렉터리 범위가 제한됩니다.

5 LDAPS를 사용하려면 SSL 확인란을 선택하고 인증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작업

모든 인증서 수락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SL 인증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SSL 인증서를 찾습니다.

SSL Keystore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SSL keystore를 찾습니다. keystore 암호와 확
인 암호를 입력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

126  VMware, Inc.



6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imple Simple 인증의 경우 LDAP 서버에 사용자의 DN 및 암호를 보내기만 하
면 됩니다. LDAP를 사용하는 경우 LDAP 암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텍스트로 보내집니다.

Kerberos Kerberos는 사용자의 ID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 티켓을 발급합니다.
Kerberos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영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7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여 LDAP 서버에 연결합니다.

LDAP 서버에 익명 읽기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텍스트 상자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사용자 이름 설명

Simple 전체 LDAP DN을 입력합니다.

Kerberos 이름을 user@REALM.com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8 적용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이제 해당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 LDAP 설정을 사용하는 조직에 LDAP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Kerberos 영역 추가

vCloud Director에는 LDAP 연결에 Kerberos 인증을 사용하기 위한 영역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및 조
직에서 사용할 영역을 하나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각 조직은 단일 영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필수 조건

영역을 추가하려면 먼저 인증 방법으로 Kerberos를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2 모든 영역 편집을 클릭합니다.

3 (선택 사항) 소문자가 포함된 영역 이름을 허용하려면 영역 탭에서 소문자 영역 허용을 선택합니다.

4 영역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영역과 해당 KDC(키 배포 센터)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문자 영역을 허용하도록 선택하지 않은 경우 영역 이름은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예: REALM).

6 DNS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7 DNS를 입력하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DNS에는 와일드카드 문자로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8 닫기를 클릭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이제 시스템 LDAP 설정이나 조직의 LDAP 설정에 대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장 시스템 설정 관리

VMware, Inc.  127



LDAP 설정 테스트

LDAP 연결을 구성한 후 해당 설정을 테스트하여 사용자 및 그룹 특성이 올바르게 매핑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LDAP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LDAP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2 LDAP 설정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3 LDAP 디렉터리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4 특성 매핑을 검토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LDAP 사용자 및 그룹 특성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LDAP 사용자 및 그룹 특성 사용자 지정

LDAP 특성은 vCloud Director에 LDAP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가 정의된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이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합니다. 사용하는 LDAP
디렉터리에 맞게 사용자 및 그룹 특성의 구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LDAP 연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및 그룹 특성을 수정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LDAP 서버와 vCloud Director 동기화

vCloud Director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LDAP 서버와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언제든
지 LDAP 서버와 수동으로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의 경우 동기화 빈도 및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시스템 설정 수정,”
(12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올바른 LDAP 연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2 LDAP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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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 UI 사용자 지정
vCloud Director 홈 로그인 화면에 나타나는 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 UI와 일부 링크의 브랜딩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css 템플릿과 vCloud Director에서 사용자 지정 테마에 대해 지원되는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http://kb.vmware.com/kb/1026050을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의 로그인 화면, 머리글 및 바닥글에는 기본 로고나 관리자가 업로드한 로고가 사용됩니
다. 로그인 화면에는 최소 48x48 픽셀에서 최대 60x150 픽셀 크기의 로고가 표시됩니다. 48x48보다 작
거나 60x150보다 큰 로고를 업로드하면 vCloud Director에서 표시 영역에 맞게 로고 크기가 조정되며
업로드된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됩니다. 업로드된 이미지의 파일 크기는 16384바이트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머리글 및 바닥글에서는 로고가 적절한 크기로 조정되며 원본의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됩
니다.

파일은 PNG, JPEG 또는 GIF 형식이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브랜딩을 클릭합니다.

2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시스템 관리자의 제목 표시줄과 모든 사용자의 바닥글에 표시됩니다.

3 사용자 지정 로고를 선택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지정 테마를 선택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css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5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대한 정보가 있는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ttp://www.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UI의 바닥글에 있는 회사 이름
을 클릭하여 해당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이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을 입력합니다.

모든 vCloud Director 조직의 홈 탭에 있는 지원 링크를 클릭하면 이 URL이 열립니다.

7 사용자가 vCloud Director 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을 입력합니다.

이 링크는 vCloud Director 로그인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8 사용자가 암호를 복구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을 입력합니다.

이 링크는 vCloud Director 로그인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9 적용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기본 로고로 되돌리기

vCloud Director의 사용자 지정 로고를 업로드한 경우 시스템 기본 로고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사용자 지정 로고를 업로드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브랜딩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기본 로고로 되돌리기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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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 테마로 되돌리기

vCloud Director에 사용자 지정 테마를 적용한 경우 언제든지 시스템 기본 테마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이전에 사용자 지정 테마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브랜딩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기본 테마로 되돌리기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공개 주소 구성
시스템에 대해 공용 웹 URL,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 공용 REST API 기반 URL 등의 공개 웹 주소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n 공용 웹 URL 구성(130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로드 밸런서 또는 NAT 뒤에서 실행되는 여러 클라우드 셀이 포함되
어 있거나 클라우드 셀에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가 없는 경우, 공용 웹 URL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 구성(131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로드 밸런서 또는 NAT 뒤에서 실행되는 여러 클라우드 셀이 포함되
어 있거나 클라우드 셀에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가 없는 경우,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공용 REST API 기반 URL 구성(131 페이지)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로드 밸런서 또는 NAT 뒤에서 실행되는 여러 클라우드 셀이 포함되
어 있거나 클라우드 셀에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가 없는 경우, 공용 REST API 기반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 웹 URL 구성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로드 밸런서 또는 NAT 뒤에서 실행되는 여러 클라우드 셀이 포함되어 있거
나 클라우드 셀에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가 없는 경우, 공용 웹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각 클라우드 셀의 초기 구성 중에 HTTP 서비스 IP 주소를 지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vCloud Director에
서는 조직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액세스하는 조직 URL을 생성할 때 해당 주소를 사용합니
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려면 공용 웹 URL을 지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공개 주소를 클릭합니다.

2 공용 웹 URL을 입력합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조직을 만들 때 해당 조직 URL에 HTTP 서비스 IP 주소 대신 공용 웹 URL이 포함됩니다. 기존 조직의
조직 URL도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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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 구성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로드 밸런서 또는 NAT 뒤에서 실행되는 여러 클라우드 셀이 포함되어 있거
나 클라우드 셀에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가 없는 경우,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셀의 초기 구성 중에 원격 콘솔 프록시 IP 주소를 지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vCloud Director
에서는 사용자가 가상 시스템 콘솔을 보려고 시도할 때 해당 주소를 사용합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려면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를 지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공개 주소를 클릭합니다.

2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는 로드 밸런서나 트래픽을 원격 콘솔 프록시 IP로 라우팅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HTTP 서비스 IP 주소로 보낸 원격 콘솔 세션 티켓이 공용 콘솔 프록시 주소를 반환합니다.

공용 REST API 기반 URL 구성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로드 밸런서 또는 NAT 뒤에서 실행되는 여러 클라우드 셀이 포함되어 있거
나 클라우드 셀에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가 없는 경우, 공용 REST API 기반 URL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셀의 초기 구성 중에 HTTP 서비스 IP 주소를 지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vCloud Director에
서는 해당 주소를 REST API의 XML 응답에서 사용하고 vApp 템플릿 및 미디어를 업로드하기 위한 전
송 서비스의 업로드 대상으로도 사용합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려면 공용 REST API 기반 URL을 지정합
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공개 주소를 클릭합니다.

2 공용 REST API 기반 URL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는 로드 밸런서나 트래픽을 HTTP 서비스 IP로 라우팅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의 주소일 수 있
습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REST API의 XML 응답에 기본 URL이 포함되고 전송 서비스에서 업로드 대상으로 기본 URL을 사용합
니다.

계정 잠금 정책 구성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에 실패하면 웹 콘솔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계정 잠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계정 잠금 정책을 변경하면 모든 새 조직에 적용됩니다. 계정 잠금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생성된 조
직은 조직 수준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암호 정책을 클릭합니다.

2 계정 잠금 사용 확인란이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잠글 수 있음 확인란, 또는 둘 모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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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을 잠그기 전에 허용할 로그인 실패 횟수를 선택합니다.

4 잠금 간격을 선택합니다.

5 적용을 클릭합니다.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 구성
vCenter 단일 로그온을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vSphere ID 제공자에서 인
증됩니다.

필수 조건

vCenter 단일 로그온을 설정하고 vCenter Lookup URL을 기록해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페더레이션을 클릭합니다.

2 등록을 클릭합니다.

3 vCenter Lookup Service URL을 입력합니다.

4 관리자 권한으로 vSphere 단일 로그온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앞서 입력한 사용자 이름의 vSphere 단일 로그온 암호를 입력합니다.

6 구성 중인 vCloud Director의 URL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vSphere 단일 로그온 사용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할 때 vCenter 단일 로그온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후속 작업

vCenter 단일 로그온 사용자 및 그룹을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 가져오기,”(116 페
이지) 및 “그룹 가져오기,”(11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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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모니터링 10
시스템 관리자는 완료된 작업과 진행 중인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제공자 vDC, 조직 vDC 및 데이터스토어
수준에서 리소스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작업 및 이벤트 보기,”(133 페이지)

n “차단 작업 모니터링 및 관리,”(135 페이지)

n “제공자 vDC의 사용량 정보 보기,”(135 페이지)

n “조직 vDC의 사용량 정보 보기,”(135 페이지)

n “vCloud Director의 JMX 서비스 사용,”(136 페이지)

n “vCloud Director 로그 보기,”(136 페이지)

n “vCloud Director 및 비용 보고,”(137 페이지)

n “격리된 파일 모니터링,”(137 페이지)

작업 및 이벤트 보기
시스템 작업 및 이벤트와 조직 작업 및 이벤트를 확인하여 vCloud Directory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사
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작업은 장기 실행 작업을 나타내며 해당 상태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상태는 일반적으로 Running으로 시작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상태는 Successful 또는 Error
로 변경됩니다.

vCloud Director 이벤트는 한 번 발생하는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나 vCloud
Director 개체의 주요 상태 변경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vCloud Director에서는 사용자가 조직 vDC
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벤트를 기록하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또 다른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또한 vCloud
Director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이벤트를 기록하고 로그인 시도의 성공 여부를 함께 기록합니
다.

진행 중인 시스템 작업 및 완료된 시스템 작업 보기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여 진행 중인 시스템 수준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실패한 작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
고, 소유자별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진행 중인 조직 작업 및 완료된 조직 작업 보기,”(134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 설정에 따라 디버그 정보를 로그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시스
템 설정,”(1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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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vCloud Director 시스템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3 작업 탭을 클릭합니다.

각 시스템 수준 작업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4 작업을 두 번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조직 작업 및 완료된 조직 작업 보기

조직에 대한 로그를 확인하여 진행 중인 조직 수준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실패한 작업을 찾아 문제를 해결
하고, 소유자별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수준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진행 중인 시스템 작업 및 완료된 시스템 작업 보기,”(133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 설정에 따라 디버그 정보를 로그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시스
템 설정,”(12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내 클라우드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4 작업 탭을 클릭합니다.

각 조직 수준 작업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5 작업을 두 번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대부분의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벤트 보기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여 시스템 수준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실패한 이벤트와 View
이벤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수준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조직 이벤트 보기,”(1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vCloud Director 시스템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3 이벤트 탭을 클릭합니다.

각 시스템 수준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4 이벤트를 두 번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직 이벤트 보기

조직에 대한 로그를 확인하여 조직 수준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실패한 이벤트와
View 이벤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수준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시스템 이벤트 보기,”(1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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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3 내 클라우드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4 이벤트 탭을 클릭합니다.

각 조직 수준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5 (선택 사항) 이벤트를 두 번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대부분의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단 작업 모니터링 및 관리
차단 결과로 보류 상태에 있는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을 사용하여 차단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부 코
드에서 vCloud API를 사용하여 AMQP 알림을 수신하고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차단 작업을 클릭합니다.

2 작업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동작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재개 작업을 재개합니다.

중단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의 일부로 만들어진 개체를 삭제합니다.

실패 작업을 실패한 것으로 처리하지만 작업의 일부로 만들어진 개체를 정리하
지는 않습니다. 작업 및 해당 개체의 상태는 Error로 설정됩니다.

 

3 이유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공자 vDC의 사용량 정보 보기
제공자 vDC에서는 조직 vDC에 계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자 vDC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제공자 vDC를 클릭합니다.

2 모니터 탭을 클릭합니다.

각 제공자 vDC에 대한 C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조직 vDC의 사용량 정보 보기
조직 vDC에서는 조직에 계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조직 vDC 리소스를 모니터링하
고 필요한 경우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조직 vDC를 클릭합니다.

2 모니터 탭을 클릭합니다.

각 조직 vDC에 대한 C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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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의 JMX 서비스 사용
각 vCloud Director 서버 호스트는 JMX를 통해 서버의 작동 관리에 사용할 수 있고 내부 통계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 주는 다양한 MBean을 노출합니다.

JConsole을 사용하여 JMX 서비스에 액세스

예를 들어 JConsole과 같은 JM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JMX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에 의해 노출되는 MBea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kb.vmware.com/kb/1026065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연결할 vCloud Director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을 DNS에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나 정규화되지 않은
호스트 이름의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JConsole을 시작합니다.

2 연결 메뉴에서 새 연결을 선택합니다.

3 원격 프로세스를 클릭하고 JMX 서비스 URL을 입력합니다.

이 URL은 vCloud Director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와 그 다음에 나오는 포트 번호로 구성
됩니다(예: example.com:8999). 기본 포트는 8999입니다.

4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를 클릭합니다.

5 MBean 탭을 클릭합니다.

vCloud Director 로그 보기
vCloud Director에서는 시스템의 각 클라우드 셀에 대한 로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로그를 확인하여 셀
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셀에 대한 로그는 /opt/vmware/vcloud-director/log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0-1에서는 사용 가능한
로그를 보여 줍니다.

표 10-1.  vCloud Director 로그

로그 이름 설명

cell.log vCloud Director 셀에서 생성된 콘솔 출력입니다.

vcloud-container-debug.log 셀에서 생성된 디버그 수준 로그 메시지입니다.

vcloud-container-info.log 셀에서 생성된 정보 로그 메시지입니다. 이 로그는 셀에서
발생한 경고나 오류를 보여 줍니다.

vmware-vcd-watchdog.log 셀 감시 장치에서 생성된 정보 로그 메시지입니다. 이 로그
는 셀이 충돌하거나 다시 시작되는 등의 경우에 기록됩니
다.

diagnostics.log 셀 진단 로그입니다. 로컬 로깅 구성에서 진단 로깅을 사용
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 파일은 비어 있습니다.

YYYY_MM_DD.request.log Apache 일반 로그 형식의 HTTP 요청 로그입니다.

텍스트 편집기/뷰어 또는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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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및 비용 보고
VMware vCenter Chargeback 1.5를 사용하여 VMware vCloud Director에 대한 비용 보고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Center Chargeback User's Guide(VMware vCenter Chargeback 사용
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에서 저장되는 차지백(Chargeback) 기록의 기간(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일반 시스템 설정 수정,”(12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격리된 파일 모니터링
vCloud Director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으로 업로드하는 파일(vApp 템플릿 및 미디어 파일)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격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과 같은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가 업로드된 파일을 수락하기 전에 업로드된 파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OMP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JMS(Java Message Service)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격리 서비스의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격리된 경우 JMS 브로커는 클라우드 셀의 요청 대기열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신기는
응답 대기열로 메시지를 보내 업로드를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업로드된 파일 격리

파일을 수락하기 전에 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vCloud
Director로 업로드하는 파일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일반을 클릭합니다.

2 업로드 격리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고 시간 초과(초)를 입력합니다.

이 시간 초과는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격리할 시간을 나타냅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vApp 템플릿 및 미디어 파일을 수락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속 작업

수동 또는 자동 시스템에서 격리 서비스 메시지를 수신 및 처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설정합니다.

JConsole을 사용하여 격리 요청 보기

JConsole을 사용하여 격리 서비스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요청 메시지의 정보는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
는 데 사용합니다.

필수 조건

업로드 격리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JConsole을 시작합니다.

2 연결 메뉴에서 New Connectio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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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mote Process를 클릭하고 JMX 서비스 URL을 입력합니다.

이 URL은 vCloud Director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와 그 다음에 나오는 포트 번호로 구성
됩니다(예: example.com:8999). 기본 포트는 8999입니다.

4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를 클릭합니다.

5 MBean 탭을 클릭하고 org.apache.activemq > uuid > Queue >
com.vmware.vcloud.queues.transfer.server.QuarantineRequest > Operations 노드로 이동
합니다.

6 browseMessages() 작업을 선택합니다.

7 응답할 메시지의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QuarantineRequestMessage transferSessionId="239d310a-5bce-492d-9e26-eda6b646dc15" 

transferSessionFilePath="/opt/vmware/vcloud-director/data/transfer/239d310a-5bce-492d-9e26-

eda6b646dc15"

xmlns="http://www.vmware.com/vcloud/v1"/>

후속 작업

격리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합니다.

JConsole을 사용하여 격리 요청 수락 또는 거부

JConsole을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수락하거나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려면 요청 메
시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

요청 메시지의 텍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요청 메시지의 텍스트를 텍스트 편집기에 붙여 넣습니다.

2 XML 요소 이름을 QuarantineResponseMessage로 바꾸고 요소에 response="accept" 또는
response="reject"를 새 특성으로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QuarantineResponseMessage transferSessionId="239d310a-5bce-492d-9e26-eda6b646dc15" 

transferSessionFilePath="/opt/vmware/vcloud-director/data/transfer/239d310a-5bce-492d-9e26-

eda6b646dc15"

response="accept"

xmlns="http://www.vmware.com/vcloud/v1"/>

3 JConsole을 시작합니다.

4 연결 메뉴에서 New Connection을 선택합니다.

5 Remote Process를 클릭하고 JMX 서비스 URL을 입력합니다.

이 URL은 vCloud Director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와 그 다음에 나오는 포트 번호로 구성
됩니다(예: example.com:8999). 기본 포트는 8999입니다.

6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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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Bean 탭을 클릭하고 org.apache.activemq > uuid > Queue >
com.vmware.vcloud.queues.transfer.server.QuarantineResponse > Operations 노드로 이동
합니다.

8 sendTextMessage(string, string, string) 작업을 선택합니다.

9 텍스트 편집기의 응답 메시지를 첫 번째 필드에 붙여 넣고 다른 필드에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
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10 sendTextMessage를 클릭합니다.

수락된 파일의 경우 파일이 격리 해제되고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거부된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이 제거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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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권한 11
vCloud Director에서는 역할 및 역할과 관련된 권한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을 결정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역할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조직 관리자는 조직
의 사용자 및 그룹에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에는 미리 정의된 여러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 시스템 관리자

n 조직 관리자

n 카탈로그 작성자

n vApp 작성자

n vApp 사용자

n 콘솔 액세스 전용

미리 정의된 역할 및 역할 권한
vCloud Director에는 미리 정의된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역할에는 기본 권한 집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새 역할을 만들 수 있으며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제외한 기존 역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 11-1.  미리 정의된 역할의 기본 권한

시스템 관리자 조직 관리자
카탈로그 작성

자 vApp 작성자 vApp 사용자 콘솔 액세스 전용

vApp: vApp 만
들기/재구성

X X X X

vApp: vApp 삭
제

X X X X X

vApp: vApp 속
성 편집

X X X X X

vApp: vApp 시
작/중지/일시 중
단/재설정

X X X X X

vApp: vApp 공
유

X X X X X

vApp: vApp 복
사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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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미리 정의된 역할의 기본 권한 (계속)

시스템 관리자 조직 관리자
카탈로그 작성

자 vApp 작성자 vApp 사용자 콘솔 액세스 전용

vApp: VM 콘솔
에 액세스

X X X X X X

vApp: 소유자 변
경

X X

vApp: VM 속성
편집

X X X X X

vApp: VM 메모
리 편집

X X X X

vApp: VM CPU
편집

X X X X

vApp: VM 네트
워크 편집

X X X X X

vApp: VM 하드
디스크 편집

X X X X

vApp: VM 암호
설정 관리

X X X X X X

카탈로그: 새 카
탈로그 만들
기/삭제

X X X

카탈로그: 카탈
로그 속성 편집

X X X

카탈로그: 내 클
라우드의 vApp
추가

X X X X

카탈로그: 카탈
로그 게시

X X X

카탈로그: 카탈
로그 공유

X X X

카탈로그: 개인
및 공유 카탈로
그 보기

X X X X

카탈로그: 게시
된 카탈로그 보기

X X

카탈로그: 소유
자 변경

X X

카탈로그 항목:
vApp 템플릿/미
디어 속성 편집

X X X

카탈로그 항목:
vApp 템플릿 또
는 미디어 만들
기/업로드

X X X

카탈로그 항목:
vApp 템플릿 다
운로드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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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미리 정의된 역할의 기본 권한 (계속)

시스템 관리자 조직 관리자
카탈로그 작성

자 vApp 작성자 vApp 사용자 콘솔 액세스 전용

카탈로그 항목:
vApp 템플릿 또
는 미디어 복
사/이동

X X X X

카탈로그 항목:
vApp 템플릿 및
미디어 보기

X X X X X

카탈로그 항목:
내 클라우드에 추
가

X X X X X

조직: 조직 속성
편집

X X

조직: SMTP 설
정 편집

X X

조직: 할당량 정
책 편집

X X

조직: 조직 보기 X X

조직: 조직 vDC
네트워크 속성 편
집

X X

조직: 조직 vDC
네트워크 보기

X X

조직: 임대 정책
편집

X X

조직: 암호 정책
편집

X X

조직 vDC: 조직
vDC 보기

X X

사용자: 그룹/사
용자 보기

X X

일반: 알림 보내
기

X X

일반: 관리자 제
어

X X

일반: 관리자 보
기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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