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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Remote Console 정보 1
VMware Remote Console은 VMRC라고도 하며 원격 클라이언트의 가상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
공하고 운영 체제 설정 구성 및 VMware vSphere에 대한 VM 콘솔 모니터링과 같은 콘솔 및 디바이스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VMware Remote Console은 RAM, CPU 코어, 디스크와 같은 가상 시스
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vSphere용 VMware Remote Console에서는 VMware Remote Console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필요한 작업을 설명합니다.

참고   VMware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vSphere VM을 연결하면 디바이스 작업, 콘솔 상호
작용, 전원 작업을 수행하고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VMware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vRealize Automation VM을 연결하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콘솔 상호 작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
다.

자세한 정보는 vRealize Automation용 VMware Remote Console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6장, “디바이스 구성 및 관리,”(17 페이지) 및 5장, “가상 시스템 구성 및 관리,”(15 페이지)는
vRealize Automation용 VMware Remote Console 사용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사용자

이 정보는 VM 콘솔에 액세스하고 클라이언트측 디바이스를 연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사용자를 위한 것입
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알려진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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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서 VMware Remote
Console 설치 2

VMware Remote Console에는 다양한 제품 및 환경에서 필요한 사용자-게스트 상호 작용이 내장되
어 있습니다. 이 섹션은 Windows, Linux 및 Apple OS X에서의 VMware Remote Console 설치
에 필요한 작업을 설명합니다.

프로시저

1 www.vmware.com/go/download-vmrc를 클릭합니다.

2 VMware Remote Console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하고 설치 마법사의 단계를 따릅니다.
vSphere Web Client의 가상 시스템 요약 페이지에서 Remote Console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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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 콘솔 열기 3
VMware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vSphere Web Client에서 가상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외부 가상 시스템 콘솔을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필수 조건

n 로컬 시스템에 VMware Remote Console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Sphere Web Client에서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요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로시저

1 vSphere Web Client 버전 6.0 이상에서 원격 콘솔 시작을 클릭합니다.

참고   버전 5.5 업데이트 2b 또는 업데이트 3을 사용하는 경우 VMRC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2 VMware Remote Console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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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Remote Console 애플리
케이션 사용 4

VMware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원격 VM에서 마우스 및 국제 키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Ctrl+Alt+Delete 키 입력 조합을 전송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VMware Tools가 실행 중이 아닌 VM의 콘솔 창을 클릭하면 VM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을 인식합
니다. 마우스 및 키보드를 해제하려면 다음 키를 사용합니다.

n Windows 및 Linux OS의 경우 Ctrl+Alt

n Apple OS X의 경우 Ctrl+Command

필수 조건

로컬 시스템에 VMware Remote Console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웹 사이트
(www.vmware.com/go/download-vmrc)에서 VMware Remote Console 설치 관리자를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 또는 행을 선택하고 작업 > VMRC를 사용하여 연결을 클릭합니다.

두 옵션을 별도의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VMRC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VMware Remote Console을 다운로드하거나 VMRC를 사용하여
콘솔에 연결을 선택하여 VMware Remote Console을 실행합니다.

작업 열에서 VMRC를 사용하여 연결 또는 VMRC를 사용하여 콘솔에 연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
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게스트 종료,”(11 페이지)

n “가상 시스템 일시 중단 및 재개,”(12 페이지)

n “게스트 다시 시작,”(13 페이지)

n “특정 가상 시스템에 대해 VMware Tools 업데이트 구성,”(13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서 이동식 디바이스 사용,”(13 페이지)

게스트 종료
원격 VM 종료에는 소프트 종료와 하드 종료가 있습니다. 즉, 메뉴의 종료 옵션을 사용하여 게스트를 제
어된 방법으로 종료하거나 전원 끄기 옵션을 사용하여 갑작스럽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소프트 종료가 바람직하지만 소프트 종료가 실패하거나 VM이 스냅샷으로 복
구될 때 소프트 종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드 종료도 유용합니다. Remote Console 메뉴 또는 원격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게스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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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게스트 종료

Remote Console은 기본적으로 소프트 종료 옵션을 표시합니다(가능한 경우). 하지만 전원 설정에서
VM별로 이 옵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Apple OS X의 경우 option(alt) 키를 누르면 Windows
OS에 없는 대체 종료 옵션이 표시됩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프로시저

u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OS를 사용하는 경우 VMRC > 전원 > 게스트 종료 또는 전원
끄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종료 또는 전원 끔을 선택합니다. 하드 종료 또는 재시동
옵션을 표시하려면 메뉴에 액세스할 때 option 키를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원격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게스트 종료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의 고유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시작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rl+Alt+Delete 키 시퀀스를 전송하여 종료하거나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하여 로그오프할 수 있
습니다.
n 키 시퀀스를 클라이언트 키보드에서 누릅니다. 이 시퀀스는 원격 VM으로 전송되지만 클라이언트

OS에서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n VMware Remote Console 콘솔의 메뉴 항목을 사용합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프로시저

u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Ctrl+Alt+Del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Ctrl-Alt-Del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가상 시스템 일시 중단 및 재개
가상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면 현재 상태가 저장됩니다. 가상 시스템을 재개하면 가상 시스템이 일시 중단
되기 전에 실행되던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실행 상태로 재개되고 그 컨텐츠도 유지됩니다.

일시 중단 및 재개 작업의 수행 속도는 가상 시스템을 시작한 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변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일시 중단 작업은 후속 일시 중단 작업보다 오래 걸립니다.

프로시저

1 VMRC > 전원 > 일시 중단을 선택하여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OS에서 가상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고 예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Workstation의 가상 시스템에 대해 소프트 전원 작업이 구성된 경우 일시 중단 대신 게스트 일시
중단이 메뉴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용자가 원격 가상 시스템을 시작하면 가상 시스템이 켜진 것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일시 중단을 선택합니다.

2 일시 중단된 가상 시스템을 재개하려면 VMRC > 전원 > 전원 켜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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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다시 시작
VMware Remote Console에서 가상 시스템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재설정하면 가상
시스템이 갑자기 꺼지고 다시 시작됩니다.

필수 조건

n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n 가상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가상 시스템을 재설정하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가능한 경우 가상 시스템은 해당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종료하십시오.

프로시저

u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OS에서 VMRC > 전원 > 게스트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특정 가상 시스템에 대해 VMware Tools 업데이트 구성
Windows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에서 VMware Tools를 업데이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Windows 클라이언트 OS에서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
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Apple OS
X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옵션 탭에서 VMware Tools를 선택합니다.

VMware Tools 업데이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표 4‑1.  VMware Tools 업데이트 옵션

옵션 설명

수동으로 업데이트(아무 작업 안 함) VMware Tools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
버전의 VMware Tools가 확인되면 게스트 운영 체제
의 상태 표시줄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VMware Tools가 자
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상태 표시줄은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표시합니다.

VMware Tools 업데이트는 VMware Tools를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가상 시스템에서 이동식 디바이스 사용
가상 시스템에서 이동식 디바이스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시스템 설정을 수정
하여 이동식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n USB 디바이스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는 경우 VMware Remote Console이 USB 디바이스를
처리하는 방식을 숙지합니다.

4장 VMware Remote Console 애플리케이션 사용

VMware, Inc.  13



프로시저

1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OS에서 이동식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VMRC > 이동식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연결을 선택합니다.

디바이스가 USB 허브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연결되는 경우 가상 시스템에서는 허브가 아닌 USB 디
바이스만 보입니다.

디바이스가 가상 시스템에 연결되면 디바이스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나타나고 디바이스 아이콘이 가
상 시스템 작업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연결을 선택합니다.

디바이스에 연결하면 연결 옵션이 연결 해제로 바뀌고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연결/연결 해제 하위
메뉴 아래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CD/DVD(IDE) 옵션을 선택한 경우 ISO 또는 DMG 파일이 다
른 선택 사항과 함께 표시됩니다.

2 이동식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VMRC > 이동식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디바이스를 선택
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이동식 디바이스 연결을 끊으려면 VMRC > 이동식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가상 시스템 작업 표시줄에서 디바이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디바
이스 연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아이콘 사용은 전체 화면 모드에서 가상 시스템을 실행
중인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vSphere용 VMware Remote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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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 구성 및 관리 5
게스트 OS 및 가상 시스템의 이름과 같은 가상 시스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가상 시스템의 이름 변경,”(15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의 게스트 운영 체제 변경,”(15 페이지)

가상 시스템의 이름 변경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면 가상 시스템의 이름이 제목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설정 > 일반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2 옵션 탭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3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시스템의 게스트 운영 체제 변경
가상 시스템에 설치된 게스트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가상 시스템을 생성할 때 잘못된 운영 체제
버전을 지정하는 경우 가상 시스템에 구성된 게스트 운영 체제 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운영 체제 유형을 변경하면 가상 시스템 구성(.vmx) 파일이 변경됩니다. 게스트 운영 체제 자체는 변경되
지 않습니다. 게스트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운영 체제 벤더로부터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얻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설정 > 일반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2 옵션 탭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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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운영 체제와 버전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vSphere용 VMware Remote Console

16  VMware, Inc.



디바이스 구성 및 관리 6
VMware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DVD/CD-ROM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브, USB 컨트롤러,
가상/물리적 하드 디스크, 병렬/직렬 포트, 일반 SCSI 디바이스, 프로세서와 같은 디바이스를 가상 시스
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바이스의 설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vRealize Automation 사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vRealize Automation 웹 클라
이언트만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Realize Automation용
VMware Remote Console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가상 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할당 변경,”(17 페이지)

n “가상 프로세서 설정 변경,”(18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새 가상 하드 디스크 추가,”(18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기존 가상 하드 디스크 추가,”(20 페이지)

n “가상 하드 디스크 압축,”(20 페이지)

n “가상 하드 디스크 조각 모음,”(20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서 가상 하드 디스크 제거,”(21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DVD 또는 CD-ROM 드라이브 추가,”(21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플로피 드라이브 추가,”(22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 추가,”(23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USB 컨트롤러 추가,”(23 페이지)

n “사운드 카드 설정 구성,”(23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병렬 포트 추가,”(24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직렬 포트 추가,”(25 페이지)

n “가상 시스템에 일반 SCSI 디바이스 추가,”(25 페이지)

가상 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할당 변경
가상 시스템에 할당된 메모리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4비트 클라이언트의 경우, 각 가상 시스템에 대한 최대 메모리 양은 32GB입니다. 32비트 클라이언트
의 경우, 각 가상 시스템에 대한 최대 메모리 양은 8GB입니다. 단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모든 가상 시스템에 할당할 수 있는 총 메모리 양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RAM 용량에 의해서만 제한됩
니다.

VMware, Inc.  17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설정 >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메모리 패널에는 가상 시스템에 적절한 메모리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위의 상한은 실행 중인 모든 가상 시스템에 할당된 메모리 양으로 결정됩니다.

3 해당 아이콘이 포함된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메모리의 양을 변경합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아이콘은 최대 권장 메모리, 권장 메모리, 게스트 운영 체제 최소 메모리 양을 나타
냅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프로세서 설정 변경
가상 시스템 하드웨어 설정을 보고 프로세서의 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설정 >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프로세서를 선택합니다.

3 프로세서 수 설정을 1, 2, 4, 8 또는 16으로 변경합니다.

이 설정에 대한 변경을 커밋한 후에는 원래의 프로세서 수 설정이 삭제되고 더 이상 옵션으로 나타나
지 않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5 가상 시스템에서 가속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가상화 엔진 창에서 바이너리 변환에 가속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가속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상 시스템 성능이 느려지므로 가상 시스템 내부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
나 실행할 때 VMRC가 응답을 멈추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시스템에 새 가상 하드 디스크 추가
스토리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가상 시스템에 새 가상 하드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는 가상/물리적 하드 디스크 또는 DVD/CD-ROM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가상 하드 디스크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파일 서버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가상 IDE 드라이
브 또는 SCSI 드라이브는 물리적 IDE 드라이브나 물리적 SCSI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CSI 가상 하드 디스크가 있는 Windows NT 4.0 가상 시스템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SCSI 디스
크 및 IDE 디스크를 구성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vSphere용 VMware Remote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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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새 하드웨어 마법사에서 하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4 새 가상 디스크 생성을 선택합니다.

5 디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IDE IDE 디바이스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4개의 IDE 디
바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CSI SCSI 디바이스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60개의 SCSI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선택 사항) 스냅샷에서 디스크를 제외하려면 모드로 독립을 선택하고 영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영구 영구 모드의 디스크는 물리적 컴퓨터의 일반 디스크처럼 작동합니다. 영
구 모드에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기록됩
니다.

비영구 비영구 모드에서 수행된 디스크 변경 내용은 가상 시스템을 끄거나 재설
정할 때 삭제됩니다. 비영구 모드에서는 항상 동일한 상태의 가상 디스크
로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디스크에 대한 변경 내용은 가상 시
스템을 끄거나 재설정할 때 삭제되는 다시 실행 로그 파일에 기록되고 이
파일에서 읽습니다.

 

7 새 가상 하드 디스크의 용량을 설정합니다.

한 가상 디스크에 대해 0.001GB ~ 8TB 사이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디스크 공간 할당 방법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지금 모든 디스크 공간 할당 가상 하드 디스크를 생성할 때 모든 디스크 공간을 할당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모든 물리적 디스크 공간을 지금 사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상 디스크가 작은 크기부터 시작하고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커집니다.

가상 디스크를 단일 파일로 저장 가상 디스크를 파일 크기 제한이 없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가상 디스크를 여러 파일로 분할 가상 디스크를 파일 크기 제한이 있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950GB 미만의 가상 디스크를 분할하면 일련의
2GB 가상 디스크 파일이 생성됩니다. 950GB가 넘는 가상 디스크를 분
할하면 두 개의 가상 디스크 파일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가상 디스크 파
일의 최대 크기는 1.9TB이고 두 번째 가상 디스크 파일이 나머지 데이
터를 저장합니다.

 

9 기본 파일 이름과 위치를 수락하거나 다른 위치를 찾아 선택합니다.

10 마침을 클릭하여 새 가상 하드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마법사가 새 가상 하드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디스크는 게스트 운영 체제에 새로운 빈 하드 디스크
로 나타납니다.

11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12 새 드라이브를 파티션하고 포맷하려면 게스트 운영 체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6장 디바이스 구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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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에 기존 가상 하드 디스크 추가
가상 시스템에서 제거되었던 기존 가상 하드 디스크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에서 하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3 기존 가상 디스크 사용을 선택합니다.

4 기존 디스크 파일에 대한 경로 이름과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5 마침을 클릭하여 기존 가상 하드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하드 디스크 압축
가상 하드 디스크를 압축하면 가상 디스크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회수됩니다. 디스크에 빈 공간이 있
는 경우 이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 드라이브에서 가상 디스크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입니다.

필수 조건

n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n 가상 디스크가 매핑 또는 마운트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상 디스크가 매핑 또는 마운트되어
있는 동안에는 가상 디스크를 압축할 수 없습니다.

n 디스크 공간이 가상 하드 디스크에 사전 할당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디스크 공간이 사전 할당
되어 있으면 디스크를 압축할 수 없습니다.

n 가상 하드 디스크가 독립 디스크인 경우 영구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압축할 가상 하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3 디스크 유틸리티 창에서 압축을 클릭합니다.

4 디스크 압축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상 하드 디스크 조각 모음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가상 하드 디스크에 대해서도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
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면 가상 하드 디스크의 파일, 프로그램 및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다시 정렬되므로
프로그램이 더 빠르게 실행되고 파일이 더 빨리 열립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으로 가상 하드 디스크의 사용
되지 않는 공간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필수 조건

n 클라이언트에 충분한 여유 작업 공간을 할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하드 디스크가 단일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상 디스크 파일의 크기와 동일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
른 가상 하드 디스크 구성에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더 적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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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가상 디스크가 매핑 또는 마운트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상 디스크가 매핑 또는 마운트되어
있는 동안에는 가상 디스크에 대한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프로시저

1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2 디스크 공간이 가상 하드 디스크에 사전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경우 VMware Remote Console 조
각 모음 도구를 사용하여 조각 모음을 수행합니다.

a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b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
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c 하드웨어 탭에서 가상 하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d 디스크 유틸리티 창에서 조각 모음을 선택합니다.

e 조각 모음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클라이언트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가상 시스템에서 가상 하드 디스크 제거
가상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면 가상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어지지만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
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원하는 하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설정 창에서 고급 옵션 > 하드 디스크 제거를 펼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가상 하드 디스크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시스템에 DVD 또는 CD-ROM 드라이브 추가
가상 시스템에 DVD 또는 CD-ROM 드라이브를 하나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상 DVD 또는 CD-
ROM 드라이브를 물리적 드라이브 또는 ISO 이미지 파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려는 물리적 드라이브의 유형에 관계없이 가상 DVD 또는 CD-ROM 드라이브를 IDE 또는 SCSI
디바이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 IDE CD-ROM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가상 시
스템 드라이브를 SCSI 또는 IDE로 설정하고 이를 클라이언트 드라이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RC > 관리 > 가상 설정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에서 DVD/CD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4 드라이브에 연결할 ISO 이미지 파일 또는 물리적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물리적 드라이브 사용 가상 시스템이 물리적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ISO 이미지 사용 드라이브가 ISO 이미지 파일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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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리적 드라이브 또는 ISO 이미지 파일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물리적 드라이브 특정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자동 감지를 선택하여 VMRC가 사용할 드
라이브를 자동 감지하도록 합니다.

ISO 이미지 파일 ISO 이미지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거나 경로를 입력합니다.
 

6 가상 시스템을 켰을 때 드라이브 또는 ISO 이미지 파일을 가상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전원을 켤 때 연
결을 선택합니다.

7 마침을 클릭하여 드라이브를 가상 시스템에 추가합니다.

처음에 드라이브는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IDE 드라이브로 나타납니다.

8 (선택 사항) 드라이브에 사용할 SCSI 또는 IDE 디바이스 식별자를 변경하려면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고급을 클릭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시스템에 플로피 드라이브 추가
물리적 플로피 드라이브나 기존 또는 빈 플로피 이미지 파일에 연결할 가상 플로피 드라이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두 개의 플로피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에서 플로피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4 플로피 미디어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물리적 플로피 드라이브 사용 가상 시스템이 물리적 플로피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플로피 이미지 사용 드라이브가 플로피 이미지(.flp) 파일에 연결됩니다.
 

5 물리적 플로피 드라이브 미디어 유형을 선택한 경우 특정 플로피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자동 감지를
선택하여 VMware Remote Console이 사용할 드라이브를 자동 감지하도록 합니다.

6 플로피 이미지 유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름을 입력하거나 플로피 이미지 (.flp)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7 가상 시스템을 켰을 때 드라이브 또는 플로피 이미지 파일을 가상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전원을 켤 때
연결을 선택합니다.

8 마침을 클릭하여 드라이브를 가상 시스템에 추가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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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에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 추가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10개의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4 마침을 클릭하여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가상 시스템에 추가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시스템에 USB 컨트롤러 추가
스마트 카드 리더가 USB 디바이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 시스템에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려면
USB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한 개의 USB 컨트롤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USB 컨트롤러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서 USB 컨트롤러 추가

USB 1.1, USB 2.0 또는 USB 3.0 호환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에서 USB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4 드롭다운 메뉴에서 USB 호환 버전을 선택합니다.

5 마침을 클릭하여 USB 컨트롤러를 추가합니다.

사운드 카드 설정 구성
VMware 가상 사운드 디바이스는 Creative Technology Sound Blaster Audio API와 호환됩니
다. 사운드 디바이스는 Windows 및 Linux 게스트 운영 체제의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사운드 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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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운드 카드 설정을 하나 이상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기본 호스트 사운드 카드 사용 기본 호스트 또는 클라이언트 사운드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사운드 카드 지정 (Windows 클라이언트만 해당) 호스트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물리
적 사운드 카드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사용할 사운드 카드를 선택합니
다.

 

4 가상 시스템을 켤 때 사운드 디바이스를 가상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전원을 켤 때 연결을 선
택합니다.

5 마침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가상 시스템에 병렬 포트 추가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3개의 양방향 병렬(LPT)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상 병렬 포트는 클라
이언트의 병렬 포트 또는 파일로 출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병렬 포트는 프린터, 스캐너, 동글, 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디
바이스를 클라이언트에 연결할 수 있지만 가상 시스템에는 프린터만 병렬 포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연
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에서 가상 시스템 > 설정 > 장비 추가를 선택하거나 디바이스를 두 번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에서 직렬 포트를 선택합니다.

4 가상 직렬 포트가 출력을 전송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물리적 병렬 포트 사용 클라이언트의 물리적 직렬 포트로 출력을 전송합니다.

출력 파일 사용 클라이언트의 파일로 출력을 전송합니다. 기존 출력 파일을 찾거나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파일 이름을 입력하여 새 출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명명된 파이프로 출력 두 가상 시스템 간 직접 연결을 설정하거나 가상 시스템과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 간 연결을 설정합니다.

 

5 가상 시스템을 켰을 때 포트를 가상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전원을 켤 때 연결을 선택합니다.

6 마침을 클릭하여 가상 직렬 포트를 가상 시스템에 추가합니다.

후속 작업

게스트 운영 체제가 Windows 95 또는 Windows 98이라면 새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여 직
렬 포트를 검색 및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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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에 직렬 포트 추가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4개의 직렬(COM)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상 직렬 포트는 물리적 직
렬 포트, 파일 또는 명명된 파이프로 출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뎀이나 프린터와 같은 디바이스를 가상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상 직렬 포트를 가상 시스템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포트를 사용하여 가상 시스템의 디버깅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나 다른 가상 시
스템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가상 프린터 기능은 게스트에서 클라이언트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렬 포트를 구성합니다.
가상 시스템에서 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조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에서 가상 시스템 > 설정 > 장비 추가를 선택하거나 디바이스를 두 번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새 하드웨어 마법사에서 직렬 포트를 선택합니다.

4 가상 병렬 포트가 출력을 전송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물리적 병렬 포트 사용 클라이언트의 병렬 포트를 선택합니다.

출력 파일 사용 가상 병렬 포트에서 클라이언트의 파일로 출력을 전송합니다. 기존 출력
파일을 찾거나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파일 이름을 입력하여 새 출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5 가상 시스템을 켰을 때 가상 병렬 포트를 가상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전원을 켤 때 연결을 선택합니다.

6 마침을 클릭하여 가상 병렬 포트를 가상 시스템에 추가합니다.

후속 작업

두 가상 시스템 간의 연결을 설정하면 첫 번째 가상 시스템이 서버로 설정됩니다. 두 번째 가상 시스템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하되 명명된 파이프를 구성할 때 "이쪽 끝은 클라이언트입니다."를 선택하여 이 가상
시스템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하십시오.

가상 시스템에 일반 SCSI 디바이스 추가
가상 시스템의 가상 SCSI 디바이스를 클라이언트의 물리적 일반 SCSI 디바이스에 매핑하려면 일반
SCSI 디바이스를 가상 시스템에 추가해야 합니다.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최대 60개의 일반 SCSI 디바
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6장 디바이스 구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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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프로시저

1 Windows 클라이언트 OS의 경우 VMRC > 관리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Linux 클라이언
트 OS의 경우 VMRC > 가상 시스템 > 가상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Apple OS X의 경우 가상 시스템 > 설정 > 일반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2 하드웨어 탭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에서 일반 SCSI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4 가상 SCSI 디바이스에 매핑할 물리적 SCSI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의 SCSI 디바이스에 대한 경로를 입력할 때에는 /dev/st0 또는 /dev/sr0을 입력하
지 마십시오.

5 가상 시스템을 켰을 때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전원을 켤 때 연결을 선택합니다.

6 마침을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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